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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그 중 트랙터
와 같은 농업용 기계들은 대부분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
고 있기 때문에 배출 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 문제까지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효율 엔
진, 무단 변속기, 엔진 변속기 통합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의 적용 기술들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트랙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이 적용된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터를 통하여 연료 절
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통합 조정 알고리즘은 4개의 요소 조정 기술을 각 농작업의 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트랙터의 연료 소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밸래스트 조정을 통한
슬립 및 중량 분포 조정, 타이어 공기압 조정, 엔진 속도 조정, 슬립 조정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각각의 조정 알고리즘을 통합하기 위하여 트랙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
고 각각의 조정 기술들의 효과 및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농작업별 통합 조정 알고리
즘을 완성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농작업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쟁기 작업, 로터리 작업, 운반 작업 등을

실제 작업 환경 하에서 수행하고 농작업 부하 수준 및 엔진 사용 영역을 구명하였다.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 기술의 조정 변수인 엔진 속도,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변속 단수, 작업 부하, 경운 속도비를 독립변수로 하고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 연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상관분석, 회
귀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료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료 소비율
(L/kWh), 연료 소모량(L/h),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L/ha)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연
료 효율과 작업 능률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조정 변수에
대한 작업별 연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작업별 알고리즘을 확립하였다.
트랙터 시뮬레이터 모델과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ISO-BUS 시뮬레이터를 이
용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은 제어 알고리즘을 수
행 하였을 때와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슬립 제어의 경우 과도한
견인 부하를 제어하여 작업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통합 조정 알고리즘이 적용된 통합 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트랙터에 적용한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기 작업과 로터
리 작업을 수행하고 시스템을 적용 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 하였을 때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연료 소모량의 경우 통합 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동일한 변
속 단수 내에서는 23.03~57.87%, 동일 속도 내에서는 22.34 ~ 44.18%의 감소 효
과를 나타내었으며, 로터리 작업은 동일 속도비 내에서는 +16.54 ~ 59.71%의 연료
소모량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동일 속도 내에서는 51.91 ~ 56.84 %의 감소 효과
를 나타내었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의 경우 동일 변속 단수 내에서는 +7.24 ~
38.48 %의 절감 효과가 타나났으며, 동일 속도 내에서는 7.47 ~ 44.17 %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로터리 작업은 동일 속도비 내에서 0.53 ~ 41.85 %의 연료 소비
율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속도 내에서는 38.64 ~ 47.37 %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은 동일 변속 단수 내에서는 4.11 ~
42.06 %의 연료 소모 절감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동일 속도 범위에서는 22.8 ~

45.26 %의 연료 절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로터리 작업은 동일 속도비 내에서는
+5.75 ~ 50.56 % 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동일 속도 범위 내에서는 34.85 ~
53.61 %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연료 효율 증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작업 수행 시 트랙터의 연료 효율을 높이고 작업 결과에는 영향을 주
지 않으면서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트랙터에 적용하고 실용화
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자동 변
속 및 전자 제어 엔진이 장착된 트랙터에 통합 조정 시스템을 적용하고 다양한 농작
업을 수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합 조정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트랙터, 연료 효율, 시뮬레이션, 통합 조정, ISO 1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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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트랙터와 같은 농업용 기계들은 대부분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 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 문제 뿐만 아니
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 문제까지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최근에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며, 이는 곳 에너지 절약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나라 또한 최근 들어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많은 연구와 정책이 시행
되고 있다.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비와 배기가스 규제를 점점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또한 그
뜻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수소 전지차 등 친환경 차세대 자
동차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연비를 높이기 위한 고효율 엔진, 무단 변속기, 엔진 변
속기 통합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의 적용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농업 기계 분야 또한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트랙터 보유대수는 약 27만 여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
근 농가에 공급 되고 있는 트랙터의 크기 또한 50마력급 이하의 중소형 트랙터에서
50마력 이상 혹은 100마력 이상의 중, 대형 트랙터로 변화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점점 많은 양의 에너지를 트랙터가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고효율 및 친환경 트랙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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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트랙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약 40000여대의 트랙터를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브라질
등으로 수출하여 2010년 약 20000여대에서 두 배 가량 성장하였으며, 농기계 수출 총
액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농기계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이 외국 선진 업체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현
실이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 규제까지 겹쳐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John Deere, Fendt, MF
등 선진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급 트랙터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엔진, 변속기,
작업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들은 트랙터 업체의 극비 기술에 해당되어 선진 업체를 통한 국내로의 기술 도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 제조업체와 농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또한 낮
아 기술 개발에는 전력을 투구하지 못하고 있다.
트랙터는 자동차와 달리 쟁기 작업, 로터리 작업, 로더 작업, 운반 작업 등 다양한
종류의 농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속도와 작업 부하의 변동이 매우 심한 편이다. 특히
작업에 따라 견인력, 유압 동력, PTO 동력 등 동력 추출 형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작
업기의 크기, 작업자의 운전 습관 등도 서로 달라 트랙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변수 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트랙터의
연료 소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엔진 속도, 작업 속도 등을 조정하게 되면 작업 능률이
나 작업 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히 조정 하여야 한다. 이
에 따라 트랙터의 연료 소비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작업 능률 또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이것이 트랙터에서 연비 최소화를 구현하는 것
이 매우 어려운 점이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트랙터의 연료 소비율을 극대화 하면서 작업 능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위한 기술 개발은 국산 트랙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
내 트랙터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농업용 에너지의 국내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시급한 기술이다. 또한, 머지않아 트랙
터와 같은 산업용 디젤 기관을 이용하는 상용 차량 시장에서도 자동차에서와 같이 일
정 수준의 연비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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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농업용 트랙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엔진, 변
속기, 작업기의 통합 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트랙터의 구동 형식 및 작업기 형태에 따른 적정 밸래스트(ballast) 조정 기술,
트랙터 중량에 따른 타이어의 공기압 조정 기술, 구동륜의 적정 슬립 조정 기술, 엔진
특성에 따른 적정 엔진 속도 조정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여
통합 트랙터 조정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한다. 앞선 요소 기술을 포함한 통합 조정 시
스템은 트랙터 엔진, 변속기, 작업 부하 등을 모델링한 트랙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
델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각 작업에 따른 조정 알고리즘을 확립하도록 한
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통합 조정 시스템의 효과를 구명하기 ISO 11783 기반의 센
서, 제어장치가 부착된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쟁기, 로터
리, 운반 작업 등을 실시하고 연료 효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명 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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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o 트랙터 연료 효율 및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요인
들을 조정하는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 일반적으로 트랙터의 연료 효율은 엔진, 변속
기, 작업 부하, 견인 성능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작업 능률은 작업 속도, 작업기의 크
기, 작업 부하, 견인 성능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각각의 요인들의 변화가 연료 효율
과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고 요소 조정 기술을 개발한다.
o 요소 조정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트랙터의 엔진, 변속기, 작업기, 토양, 작업 부
하 등을 모델링한 트랙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각각의 요소 조정 기
술들을 통합한 통합 조정 시스템 알고리즘을 확립하고 최종적으로 통합 조정 시스
템을 구성한다.
o 구성된 통합 조정 시스템을 트랙터에 구현하기 위하여 ISO 11783 표준에 기반
을 둔 트랙터 ISO-BUS simulator를 제작하여 통합 조정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한
다. 이를 중형 트랙터에 적용하여 각종 센서와 제어 장치가 설치된 통합 조정 시스
템 트랙터를 개발하고 각종 장치의 성능 평가 방안을 수립한다.
o 개발된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기, 로터리, 운반 작업등 실제
농작업을 수행하여 통합 조정 시스템의 성능, 연료 절감 효과, 경제성 등을 구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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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헌 연구
1.3.1. 연료 효율 극대화를 위한 요소 조정 기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연구는 각 산업 분야별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트랙터와 유사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달리 작업 환경이 다양하고
작업 종류마다 부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전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변속 단
수를 높이고 엔진 속도를 저속으로 유지하는 하는 'gear-up and throttle-down'의 운
전 원리를 트랙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Fulton et al., 2006,
Koelsch, 1978). GUTD 운전 방법은 일반적으로 견인 동력을 요하는 작업의 경우 매
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엔진 회전 속도를 20% 가량 감소시킬 경우 연료
소모량을 15~30 %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Grisso 등 (2009)은 트랙터 견인
성능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견인출력에서 기어 단수와 엔진 속도에 따른
연료 소모량 및 연료 소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GUTD 운전법을 사용하
면 연료 소모량을 5~30%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때 엔진 회전속도
는 정격 속도의 20~30% 범위로 감소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견인 부하는 최대 출력의
75% 이하일 경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GEE-CLOUCH 등(1982)은 경험식을 통해 마찰-점착 토양에서의 적절한 중량 분포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 특히 부가 중량을 이용해
전후 차축의 중량 분포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슬립과 중량 분포가 일정 범위 안에 들
어야 한다고 하였다. 타이어 공기압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솟값을 사용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Lancas 등 (1996)은 타이어 공기압이 토양 다짐과 연료 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2수준의 타이어 공기압으로 심토 경운 작업과 써레 경운 작업을 수행
하였다. 공기압이 전후 차축의 중량 분포에 적합하도록 주입된 경우 지나치게 높게
주입된 경우보다 연료 소비량이 6~20 %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능률은
4.6~7.5% 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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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dy (1997)은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과 전후 차축의 중량 분포를 통해 에너지 효
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부가 중량을 이용한 밸래스트 조정을 통해 차륜의 슬
립을 8~15% 범위로 맞추는 것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타이어 공
기압은 토양의 변형을 최소화 하고 접지압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넓은 접촉 면적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 등 (1998) 은 공기압이 바이어스 플라이 타이어의 견인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4가지 토양에 대하여 슬립을 기준으로 트랙터에 부하를 작용 시키는
방법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250 kPa에서 40 kPa까지 변화시켜 그 결과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는 로터리 작업을 한 느슨한 토양과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토양에서는 타이
어 공기압이 견인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한 견인 속
도에서 타이어 공기압이 감소됨에 따라 견인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
고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기압의 변화에 따른 견인 성능의 변화는 별다른 경향
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 등 (2002) 은 타이어 공기압에 따른 트랙터의 견인성능과 토양 다짐에 관한 연
구에서 타이어 공기압의 감소는 운동 저항을 감소시키고 견인력과 견인 효율을 증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함으로써 토양 다
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를 통해 트랙터 견인 성능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Joa˜o 등(2009) 은 액체 밸래스트와 타이어 공기압이 트랙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토양 조건에서 디스크 해로우를 이용하여 경운 작업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액체 밸래스트는 작업 효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오히려 5~10% 가량 연료 소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 공기압이
증가할수록 3~5% 가량 작업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5% 가량의 연
료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밸래스트 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낮은 함수율 (14%)을 지닌 건조한 토양에서 실험을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밸래스트 조정이 축 중량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전체 중량의 증가에 의한 견인 동력 증가로 효율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arlos 등(2010)은 트랙터의 주행 속도 및 작업기의 타이어 공기압이 트랙터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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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수준의 주행 속도에서 경운 직파기의 타
이어 공기압을 3수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주행 속도가 더 빠른 경우 연료 소비율이 낮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작업기의 타이어 공기압은 트랙터의 슬립과 연료 소비량
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박 등(2010)은 농용 트랙터의 연료소모량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에서 트랙터의
연료 소모량은 엔진 회전수, 작업 종류, 기어 단수의 영향은 크게 받는 반면 토양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트랙터의 연료 소비 효율은 엔진 회전 속
도에 비례하고 기어 단수에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료 절감을 위해서는 기어를
고속으로 엔진 회전속도를 저속으로 운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 등(2010)은 트랙터용 경제운전 안내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 운전 안내
장치를 이용해 최적의 엔진 속도와 기어 단수를 유도하여 운전하도록 하면 쟁기 작업
에서 69%, 로터리 작업에서 54%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등(2011)은 차축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이 트랙터 작업의 연료 효율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차축의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쟁기 작업은 10~65 %, 무논 로터리 작업은 10~20% 가량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Kichler 등 (2011)은 심토 경운작업에서 변속 단수의 선택이 트랙터의 성능과 연료
소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운날 형상이 다른 2종류의 작업
기를 이용하여 3수준의 주행 속도에서 실험하였을 때 주행속도가 빠를수록 견인력과
연료소모량이 증가하였다. 빠른 속도에서 작업한 경우는 낮은 속도에서 작업한 경우
보다 연료 소모량이 105~115% 증가하였고 출력은 255~283% 증가하였다. 두 작업기
모두 작업 단수가 높을수록 작업 능률은 증가하였으나 경운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
우에는 작업기마다 서로 다른 변속 단수에서 각각 가장 적은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경운날 형상이 변속 단수에 따라 견인력과 연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 (2012)은 로터리 경운 작업 시 트랙터의 주행 및 PTO 변속 기어와 타이어 공기
압이 연료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PTO 단수와 트랙터의 주행 변속 기
어가 로터리 작업과 같은 PTO 작업의 경우에는 연료 소모량에 미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동일한 작업 조건을 비교하기 위하여 경운날의 속도 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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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로터리 경운 작업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은 연료 소비율
에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2.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트랙터 시뮬레이터

농작업은 다양한 물리적 변수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각각의 요인들이
연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일반
적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은 이렇게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힘든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트랙터를 정확히 모델링 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랙터의 견인 성능, 연료 소모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모델이 있어야 한다. 트랙터 견인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은 많은 연구를 통해 개발되
었다.
Zoz(1970)는 다양한 토양 조건 하에서 2WD 트랙터의 견인력, 구동륜 슬립, 속도 등
을 예측하기 위한 그래픽 모델을 제안하였다. Zoz는 트랙터의 견인 성능을 견인 동력
과 차축 동력의 비인 견인 효율로 표현하였으며 이 방법을 이용해 견인 성능, 견인
출력, 속도, 슬립 등을 다양한 토양 조건하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Wismer and Luth (1974)는 점착 토양에서 견인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경험식을
개발하였으며, 정상 적인 타이어 공기압 하에서 타이어 단면 높이의 20% 정도의 타이
어 변형량을 지닌 차륜의 견인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험식에 차륜수라
는 무차원 수를 도입하여 차륜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양 강도를 원
추 지수로 표현하여 토양에 대한 영향도 고려 하고자 하였다.
Brixius(1987)는 앞선 Wismer and Luth식을 개정하여 Bias-Ply 타이어 견인력 예
측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는 휠형 차량의 견인력 예측 모델로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Brixius의 식은 단면 폭과 지름의 비가 0.1 – 0.7, 그리고 정하중 상태에서의 타이어
변형량이 10~30%, 그리고 차륜 수 값이 15 ~ 55 kN/m2의 사이에 있을 경우에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rixius의 식은 위의 범위 내의 Bias-Ply 타이어의 경우에는
Wismer and Luth 식에 비해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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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Hamed and Al-Janobi (2001)는 Visual C++을 이용하여 견인력 예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으며, Pranav and Pandey (2008)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밸
래스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Kumar and Pandey (2009) 는 Brixius의
식을 이용하여 토양의 환경을 고려한 식을 제안하였으며,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트랙터 견인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Kolator and Białobrzewski(2011)은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2WD 트랙터의 견
인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하였다. 그러나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토양 조건,
작업 부하에 따른 견인 성능과 연료 소모량 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통합 조정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알고리즘, 제
어 장치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제어 장비와 알고
리즘을 설계한 후 Try and error 방법을 통하여 제어기를 튜닝 하거나 알고리즘을 수
정하였으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단축
하기 위하여 원하는 제어 대상과 알고리즘 등을 컴퓨터로 모델링 하여 가상으로 시뮬
레이션 하고 실제 액추에이터 등을 이용한 제어기 하드웨어를 통해 컴퓨터로 구성된
플랜트 모델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가상의 시뮬레이터를 구성한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HILS)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HILS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구
성 기법은 플랜트 모델을 실시간으로 해석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컴퓨터 성능에 영향
을 받아 컴퓨터 성능이 발전한 최근에 와서야 그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기본적
으로 자동차, 항공 산업 등의 전자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교육에 필요한 시
뮬레이터를 제작하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ura, and Maeda (1996)은 GUI 기반의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가상의 엔
진과 차량 모델을 구성하고 스로틀 열림 각도와 변속기 입력 등의 사용자 입력을 받
는 모니터링 PC와 가상의 엔진을 제어하는 실제의 전자 제어 유닛(ECU)을 포함한
HILS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특히 ECU의 제어 로직 튜닝은 쉽게 재 프로그램이 가능
하도록 하여 제어 로직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R. Isermann 등(1999)은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터보 차져가 장착된 디젤 엔
진, 센서와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를 모델링 하고 엔진 컨트롤러 및 연료 분사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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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하드웨어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가능한 HILS 기법을 이용한 엔진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2009)는 굴절 차량의 차륜 조향 시스템을 모델링 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
적인 전자 제어 장치의 알고리즘 및 성능 평가를 위한 HILS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전자 제어 장치의 개발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류 (2013)는 차량 ECU의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하여 가상의 실시간 차량 모델을
구성하고 개발용 ECU 툴을 이용하여 HILS 기법을 이용한 가상의 시뮬레이터 시스템
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트랙터의 엔진, 변속기 작업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
스템 구축을 위해 위와 같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1.3.3. 제어 계측 시스템

통합 조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계측장비와
제어 시스템이 요구된다. 농용 트랙터를 대상으로 하여 계측 시스템을 구축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1998)은 트랙터 전동라인의 부하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연구에서 트랙터 엔진,
차축의 토크, 회전수, 차속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하 계측용 트랙터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트랙터의 엔진, 차축 등에 작용하는 부하 수준을 구명하였다.
박 등 (2010)은 농용 트랙터 연료 소모량에 미치는 요인 분석 이라는 연구에서
GPS 시스템을 이용한 차속 측정 장치, PTO 동력 및 견인력 측정 장비, 유량계를 이
용한 연료 소모량 측정 장비가 부착된 계측용 트랙터를 구축하였다.
김 등 (2011)은 농업용 트랙터의 주요 농작업 소요 동력 분석 이라는 연구에서 유
압 측정시스템과 차축 동력 계측 시스템, PTO 동력 계측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주요
농작업들의 소요 동력을 분석하였다.
연료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트랙터의 엔진 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트랙터의 엔진 속도를 제어하고 연료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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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llor and Thai (1984)는 디젤엔진에서 엔진 속도와 변속기를 동시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기계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거버너를 5
단계로 조정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료 소비량을 능숙한 운전자에 비하여
5~ 12%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N.ZHANG 등(1987) 은 중 회귀 분석을 통해 엔진 맵을 작성하고 PTO 토크를 측정
하여 그 부하에 맞는 최적의 엔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기계적 장치를 개발
하여 엔진 스로틀을 조정하였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면 8%이상의 연료 소모량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J. Jiang (1994) 는 연료 소비율을 증가 시키고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ID 컨트롤러 내부의 Gain값을 속도와 출력에 따라 변화 시키는 엔진 스로틀 자동
컨트롤러를 개발하였다. 이때 Gain값은 엔진 영역을 15개로 나누어 각 영역에 최적의
효과를 내는 Gain값을 실험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료 소비
효율과 퍼포먼스를 놀랍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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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조정 시스템 구성
2.1. 개요

통합 조정 시스템의 목표는 연료 효율 최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정 기술들을 통합하고 운용하며,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앞선 문헌 연구를 통하여, 밸래스트 조정을 통한 차축 중량 분포, 타이어 공기압,
엔진 속도, 구동륜 슬립, 작업 부하와 작업 속도 등이 연료 효율 및 작업 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랙터의 연료 효율 최대화를 위한 통합
조정 시스템은 크게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엔진 속도 및 변속 단수, 구동륜의 슬
립을 조정 하는 요소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그리
고 현재의 트랙터 운전 상태를 정확하게 계측 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 지정된 알고
리즘을 이용해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그리고 작업 관련 데이터를 입력
하고 작업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통합 조정 시
스템의 기본 형태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Fig. 2.1 Schematic diagram fo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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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엔진 속도 및 변속 단수, 구동륜의 슬립은 연료 효율 최
대화를 위한 요소 기술이며, 각각의 기술들에 대한 적용 범위, 제어 범위 및 방법 등
을 정의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술들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이 필
요하다. 각각의 시스템과 통합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히 기술 하도록 한
다.
트랙터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신뢰성, 내구성이 잘
갖추어진 계측 장비가 필요하다. 특히 통합 조정 시스템에 필요한 실시간 변수를 얼
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크게 좌우
한다. 실시간 계측 변수는 엔진, PTO, 차륜의 회전속도와 토크, 트랙터의 실제 주행
속도, 연료 소모량, 견인 부하 등이 측정되며 실시간 측정이 힘든 변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이용해 미리 입력받아 사용되거나, 예측식을 이용하여 그 값을 예측하도록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작업 환경, 트랙터 데이터, 작업 종류 등의 변수를 입력하고
작업 상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또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 변속 단수와 경심 등을
최적의 운전 조건에 맞게 유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실시간으
로 측정된 변수들을 이용해 지금 현재 작업 상태, 연료 소비량, 슬립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운전 상태를 인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변속 단수와 경심, PTO 속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없을 경우
최적의 값을 유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효율 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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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소 조정 기술
2.2.1. 밸래스트 조정

트랙터는 구동 형식 즉, 2WD이냐, 4WD이냐에 따라, 부착 작업기의 형태에 따라,
중량을 앞차축과 뒷차축에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이는 트랙터의 견인력을 안정적
으로 지면에 전달하고, 차륜의 슬립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작업기를 부착하
거나, 수평 견인력 혹은 지면의 수직 반력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트랙터의 중량이 앞
차축 혹은 뒷차축으로 전이되는 하중 전이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트랙터의 구동
형식과 부착 작업기의 형태에 따라 최대 견인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중 전
이 현상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밸래스트를 조정 하여야 한다. 밸래스트 조정은 트랙터
전후 차축의 중량 분포를 조절하여 구동륜의 슬립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며 구동륜으
로 부터의 동력이 지면으로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트랙터의 출력
은 항상 타이어 슬립으로 일부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밸래스트를 조정하여 차륜 슬립
에 의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과도한 밸래스트는 토양 다짐과 차륜의 침
하를 증가시켜 동력 손실을 초래하고. 반대로 밸래스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차륜에서
토양으로 전달되는 추진력이 약화되어 슬립에 의한 동력 손실이 발생한다.
밸래스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가 중량이 사용된다. 부가 중량은 일
정 중량의 무게 추를 차륜, 트랙터 앞 뒤 등에 부착하여 전체적인 중량 증가뿐만 아
니라 앞 뒤 차축으로의 하중 이동을 가능케 하여 적절한 하중 분배가 가능하도록 한
다. 아래의 Fig. 2.2는 견인력, 부가중량 등의 외력에 의해 차축 중량이 어떻게 이동하
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유체 선도이며 식 2.1 ~ 2.3 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밸래스
트 조정 시스템은 부가 중량을 작업 형태와 구동 형식, 작업기에 따라 규격화된 조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농작업 시작 전에 미리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며 밸래스트 조정
은 기본 적으로 트랙터에 앞부분에 부가 중량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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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Free body diagram for weight distribution
of tractor
                               
  
        

                                
  
        

    × 

     × 

(2.1)
(2.2)
(2.3)

여기서,
 = 후륜 수직 반력 (N)
 = 전륜 수직 반력 (N)
 = 트랙터 중량 (N)
 = 뒤 차축 중심점과 작업기 저항 중심 사이의 수평 거리 (m)
 = 뒤 차축 중심점과 트랙터 무게 중심점 사이의 수평 거리 (m)
 = 앞 차축 중심선과 트랙터 무게 중심점 사이의 수평 거리 (m)
 = 앞 차축 중심선과 부가 중량 부착 점 사이의 수평 거리 (m)
 = 부가 중량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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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형 작업기의 경우 작업기 중량 (N)
견인형 작업기의 경우 수직 반력 (N)
 = 전륜 지면 반력 작용점과 전륜 차축 사이의 수평 거리 (m)
 = 후륜 지면 반력 작용점과 후륜 차축 사이의 수평 거리 (m)
 = 작업기 저항 중심과 지면 사이의 수직 거리 (m)
 = 전륜의 차륜 저항 계수
 = 후륜의 차륜 저항 계수
 = 전륜의 동반경 (m)
 = 후륜의 동반경 (m)
 = 작업기의 견인 부하 (N)















위식을 통해 원하는 중량 분포를 계산할 수 있으며, 작업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계
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Fig. 2.3 은 차축 중량분포를 측정한 그림이다. 이때 밸래스트
부착 정도와 하중 분포의 기준은 부착 작업기와 트랙터의 구동 형태에 따라 Table
2.1에서와 같이 조정한다.
Table 2.1 Weight distribution according to ballast adjustment (Casady, 1997)
Tractor design/Implement type
Front axle(%)
Rear axle(%)
2WD-Trailing implement
25
75
2WD-Semi-mounted implement
30
70
2WD-Mounted implement
35
65
FWA-Trailing implement
40
60
FWA-Mounted implement
45
55
4WD-Trailing implement
55
45
4WD-mounted implement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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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Measurement for weight distribution
2.2.2. 타이어 공기압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은 트랙터의 견인 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며, 토양 다짐과
타이어 마모를 감소시킨다. 트랙터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트랙터의 동적 중량을 지
지할 수 있고, 접지 면적을 최대화하는 최소 압력이다. 타이어 공기압은 실시간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은 변수이다. 이에 따라 작업 전 하중 전이를 고려한 중량 분포에
맞추어 타이어 공기압을 미리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 하중에 따른 공기압
대응표를 작성하여 계산된 하중에 맞추어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도록 하며 조절된
공기압이 작업 중 큰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자동차에는 보편화된 기술로
타이어 공기압 수준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 제조업체가 제공하거나 혹은 KS M 6752 규격에 맞추어
Table 2.2에서와 같은 공기압-하중 표를 이용하여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에 따
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은 하중 전이를 포함한 하
중이다. 제조업체가 제공한 공기압-하중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적정
공기압을 결정한다(JIS B 9202, JIS D 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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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기서,




 


  sin   



   




P = 공기압 (kgf/cm2)
W =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 (kgf)
K = 하중 계수
Dr = 림 직경 (mm)
W1 = 표준 림의 폭 (mm)
S1 = 타이어 설계 단면 폭 (mm)
Table 2.2 Example for tire inflation
(KS M 6752) [Unit : kgf]
P kPa 80 100 120
designation kgf/cm2 0.8 1.0 1.2
9.5-16-4PR(AG) 400 455 505
9.5-18-4PR(AG) 430 490 545
9.5-22-4PR(AG) 500 565 630
9.5-22-6PR(AG) 500 565 630
9.5-24-4PR(AG) 530 605 675
9.5-24-6PR(AG) 530 605 675
11.2-24-4PR(AG) 650 740 845
11.2-24-6PR(AG) 650 740 845
11.2-26-4PR(AG) 670 765 850
11.2-28-4PR(AG) 695 790 900
11.2-28-6PR(AG) 695 790 900
12.4-16-4PR(AG) 595 675 720
12.4-24-4PR(AG) 775 880 945
12.4-24-6PR(AG) 775 880 945
12.4-26-4PR(AG) 800 910 970

pressure – weight corresponding table
140
1.4
555
600
690
690
740
740
900
960
1075
-

- 18 -

160
1.6
745
795
975
1040
1200
-

180
1.8
800
855
1045
1115
-

200
2.0
850
905
-

220
2.2
900
940
-

260
2.4
-

Table 2.3 Tire weight coefficient (JIS B 9202)
Tire types Steering wheel Driving wheel Implement wheel Garden tractor
K
1.1
1.1
1.48
1.90
Table 2.4 Rim width
Rim designation
16
20
24
26
28

W1(mm)
15.968 x 25.4
20.188 x 25.4
24.188 x 25.4
26.188 x 25.4
28.188 x 25.4

Rim designation
30
34
36
38
42

W1(mm)
30.188 x 25.4
34.188 x 25.4
36.188 x 25.4
38.188 x 25.4
42.188 x 25.4

Table 2.5 Codes for bias-ply tire rim width (JATMA)
Rim designation S1(mm) Rim designation S1(mm) Rim designation S1(mm)
6
183
11
315
15
429
7
211
12
345
16
467
8
241
13
378
20
587
10
284
14
394
21
622
하중 계수는 Table 2.3 에서와 같고, 림의 직경은 Table 2.4 에서와 같이 결정한다.
표준 림의 폭은 림의 폭 코드를 25.4로 곱한 값이며, 타이어 단면 폭은 설계 폭을 사
용한다. 림의 폭 코드에 따른 타이어 단면의 설계 폭은 Table 2.5 에서와 같이 결정한
다(JATMA, The Japanese Automobile Tires Manufacturers Association).

- 19 -

2.2.3. 엔진 속도 및 변속 단수 제어

연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엔진 속도를 저속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엔진 속도를 너무 저속으로 유지 할 경우에는 차속이 낮아짐에 따라 작업 효
율이 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 폭이 줄어 갑작스런 부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정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작업 효율
을 높이고 부하 변동에 대한 강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 최대화를 위해서
는 변속 단수를 고속으로 유지하고 엔진 속도는 저속으로 유지하되 어느 정도 여유
토크를 남겨둔 범위에서 엔진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즉, 주어진 변속 단수에서 엔
진 속도는 엔진 특성 곡선에서 연료 효율이 가장 높은 속도를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연료 효율이 최대인 엔진 속도는 최대 토크점과 최대 출력점 사이의 속도이다. 일
반적으로 엔진 운영 범위 또한 최대 토크점과 최대 출력점 사이이며 그 범위를 벗어
난 경우에는 연료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하여
야 한다. 최대 출력점의 오른쪽 영역을 governed 영역이라 하고 왼쪽을 un-governed
영역이라고 하며, governed 영역은 거버너에 의해 제어 되는 영역을 나타내며
ungoverned 영역은 스로틀에 의해 제어되는 영역이다. 연료 효율은 일반적으로
ungovered 영역에서 제일 높으며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될 경우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다. 연료 소비가 최저인 점은 일반적으로 un-governed 영역에서 출력이 최대 출력의
80%인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엔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ungoverned 영역 내에
엔진 속도가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범위 내에서는 스로틀 레버를 이용해 엔진 속도
를 조정할 수 있다. Fig. 2.4 는 위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 20 -

Fig. 2.4 Engine performance curve for control engine speed
이 원리에 따라 엔진 속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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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속도는 기본적으로 위의 원리를 따라 조정한다. 엔진 속도는 스로틀 레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변속단수는 자동 변속기의 경우엔 실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수동 변속기의 경우 액추에이터를 설치하여 변속 레버를 움직여 주거나 혹
은 운전자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속하도록 한다.
2.2.4. 구동륜 슬립 조정

타이어 슬립이 너무 많으면 구동륜이 헛돌아 엔진 출력이 지면으로 충분히 전달되
지 않아 동력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타이어 슬립이 너무 적으면 타이어와 지면 사
이에 구름 마찰력이 증가하여 동력 손실이 발생한다. 즉 적정한 슬립이 유지되지 않
으면 동력 손실이 발생하여 연료 소모가 증가한다. 따라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의 견인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슬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Fig. 2.5
는 각종 토양 조건에서 슬립에 따른 견인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음영 부분은 슬립이
적어 운동 저항에 의한 동력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흰색 부분은 슬립에 의한 동
력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Fig. 2.5 Tractive efficiency related to wheel slip
(Casad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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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륜의 슬립은 2륜구동 트랙터의 경우 10-15%, 4륜구동 트랙터의 경우 8-12%가
되도록 조정한다. 구동륜의 슬립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남주석, 2009).
 
      × 
 

(2.5)

여기서,
 = 슬립 (%)
 = 트랙터의 주행 속도 (m/s)
 = 구동륜의 동반경 (m)
 = 구동륜의 회전 속도 (rpm)




구동륜의 슬립은 엔진 속도, 변속단수 그리고 부하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어해야 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만일 슬립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부하를
낮춰 주거나, 엔진 속도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하며 슬립이 너무 적을 경우에
는 반대의 방법을 취해 적정한 슬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슬립이 적정 범위에 들
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기 교체와 같은 극단 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며 슬립과 작업 속
도 그리고 작업 수준 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어해야 한다. 부하를 낮추는 방법
은 경심을 제어하거나 작업기를 교체 하는 방법이 있으며 부가 중량을 추가하여 더
큰 추진력 확보를 통해 슬립을 제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부하가 변동이 일어날 시
엔진 속도, 차속등도 같이 변하게 되며 하중 이동 또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슬립
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통합 조정 시
스템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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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합 조정 알고리즘

통합 조정 알고리즘은 앞서 서술한 요소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통합 조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 통합 조정 알고리즘은 4개의 요소 조정 기술을 각 농작업의 특성에 맞게 통합적
으로 조정하여 트랙터의 연료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밸래스트 조정을
통한 슬립 및 중량 분포 조정, 타이어 공기압 조정, 엔진 속도 및 변속 단수 조정, 슬
립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밸래스트 및 타이어 공기압은 실시간으로 조정하
기 힘들기 때문에 작업 전에 미리 적정 값을 유지 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밸래스트 조정, 타이어 공기압, 구동륜 슬립, 엔진 속도 및 변속 단수 조정은 다음
과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한다. 이때 트랙터에 대한 기본 데이터 즉, 트랙터의 구
동 형식, 엔진 성능 곡선, 전후 타이어 제원, 부착 작업기 형식은 제공되어야 한다. 제
공된 트랙터 데이터는 미리 주어진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며 입력된 값에 의해 아래
와 같은 순서로 조정을 해야 한다. 우선 밸래스트 조정을 통한 중량 분포를 적정 수
준으로 유지 한 후 결정된 중량 분포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주입하여야 한다. 그
후 엔진 속도와 슬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정 범위로 유지하며 그렇게 않을
경우 실시간 제어를 통해 일정 범위에 유지시키도록 한다. 엔진 속도 범위는 앞서 말
한 범위 내에서 제어 하도록 하며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성을 위해 최적의 범위에 20
퍼센트 정도의 여유분을 마련하도록 한다. 변속 단수는 엔진 속도가 최대 출력 점을
벗어날 경우 변속 단수를 올려 주며 최대 토크 점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변속 단수
를 낮추어 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작업의 경우 각 작업마다 알맞은 속도의 범위
가 주어져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변속 단수를 조정 하도록 한다. 만일
슬립, 엔진 속도 등이 적정 범위에 들지 않을 경우엔 작업을 할 수 없다 판단하고 작
업기 교체, 밸래스트 조정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기가 교체 된 후에는 다시 처음
의 과정을 반복하여 조정 하도록 한다. 아래의 그림은 기본적인 통합 조정 시스템 조
정 방법을 나타낸 플로 차트다. 추후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과 통합 계측 트랙터를
이용하여 포장작업을 수행하고 아래의 그림을 통하여 주어진 기본적인 통합 조정 시
스템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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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Flow char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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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조정 알고리즘 설계
3.1. 농작업 부하 및 연료 소모량 특성

트랙터는 쟁기 작업, 로터리 작업과 같은 경운 작업과, 운반 작업, 그리고 로더 작
업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농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부하의 수준, 사용
시간 등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그 결과물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작업에 쓰이는 동력의 경우에도 쟁기 작업과 같이 견인력을 요
하는 작업과, PTO 동력을 쓰는 PTO 작업, 유압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연비 최소화를 위한 통합 조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 실 사용자들의 트랙터 사용 실태 및 작업 부하, 엔진 사용 영
역, 연료 소모량 특성 등을 구명하여야 하며 각각의 작업에 맞는 조정 알고리즘을 확
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부하 및 연료 소모량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합 계측 시
스템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기 작업, 로터리 작업,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고 각각의 작
업에 따라 변속기 입력축, 구동 차축, PTO 축 등에 작용하는 부하를 측정하였으며 측
정된 부하를 이용하여 각각 구동부와 작업에 따른 작업 부하 특성, 엔진 사용 영역,
연료 소모량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사용 조건을 분석하여 사용자들의 표준
작업 프로파일을 완성하여 추후 통합 조정 시스템의 효과 분석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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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계측 시스템 구성

통합 조정 시스템은 크게 계측 시스템,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
되어 있다. 계측 시스템은 트랙터의 실시간 주행 및 작업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트랙터의 주행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계측 장비들과 데이터를 수집
하는 데이터 로거,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디스플레이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랙터의 작업 및 주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작업 및 주행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실시간 측정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를 정확하고 빠르게 측정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계측장비들이 필요하다. 또한,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트랙터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내구성과 신뢰성 또한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통합
조정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계측 시스템의 개발은 운용 시스템의 전반적인 실효성
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트랙터의 주행상태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의 주행 속도, 구동륜의 각속도, 엔
진 토크, 구동륜 토크, 엔진 회전 속도, 등을 계측하여야 하며, 작업기에 의한 견인력,
토양 반력, 연료 소비량, PTO 토크 및 회전 속도 등도 계측하여야 한다. 이 모든 변
수들은 정확한 값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야 하며, 각각의 물리량에 맞는 신뢰성 높은
계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조정 시스템을 위한 계측 장비를 갖춘 트랙터 통합 계
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트랙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 작성에 필요한 농작업 부
하 계측,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통합 조정 시스템 효과 검증에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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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공시 트랙터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종류의 트랙터를 이용하였다. 초기 알고리즘 확립 및 요소 기
술 평가와 쟁기작업, 무논 로터리 작업 등의 작업 부하 계측에는 T500 모델이 이용되
었으며, 알고리즘 검증 및 제어 장비 설계 및 설치와 쟁기, 마른 로터리, 운반 작업에
는 T623 모델이 이용되었다. 이는 T500모델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2011년 11월경에 교체되었으며 사용된 계측
장비는 T500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용한 시험 트랙터
의 사양과 모습은 아래의 표, 사진과 같다.
Table 3.1 Specification of tractor
Item
Specifications
Tractor model
T500
T623
Tong Yang Moolsan Tong Yang Moolsan
Manufacturer
Co., Ltd, Korea
Co., Ltd, Korea
Weight (kN)
22.75
24.35
Axle weight distribution
42 : 58
47.6 : 52.4
Front : Rear (%)
4JB1(ISUZU)
C3.3T(CATERPILLAR)
Engine Rated Model
power (kW)
38.2@2500 rpm
48 @2200 rpm
Transmission gear F/R
16/16
24/24
PTO Rated power (kW)
35.3
47.6
Front
9.5-20-6PR
11.2-20-8PR
Tire
Rear
14.9-28-8PR
14.9-30-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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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Measuring tractor used in this study (T500)

Fig. 3.2 Measuring tractor used in this study (T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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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엔진 출력 측정

엔진 출력은 엔진으로부터의 토크가 변속기로 전달되는 부분인 변속기의 입력 축
토크와 엔진 회전 속도를 측정하여 식 3.1 로 결정하였다 (류관희, 2004). 변속기 입력
축 토크는 아래의 Fig. 3.3 과 Fig. 3.7 에서와 같이 굽힘 하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변속기 입력 축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변속기 입력축의 축방향과 45도 각도를 이루도
록 하여 부착하고 부착된 게이지를 풀 브리지 회로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선의 꼬
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립링을 장착하였다. 입력 축 속도는 변속기 입력축으로부터
신호를 뽑아내기 위해 장착된 슬립링 내에 위치한 기어에 Fig. 3.7 에서와 같이 마그
네틱 픽업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 엔진 출력 (kW)
 = 입력축 토크 (N.m)
 = 입력축 속도 (rpm)

(3.1)






스트레인 게이지의 출력 신호에 대한 교정은 Fig. 3.4 에서와 같이 변속기 입력축에
부하 토크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가감하면서 수행하였으며 T500은 한번에
245.25 N의 중량 추를 1m길이의 외팔보에 한 개씩 세 번 반복하여 중량을 가감하였
고 T623 모델은 0.5m길이의 외팔보에 동일한 중량의 중량 추를 한 개씩 세 번 반복
하여 교정하였다. Fig 3.5 과 Fig. 3.6 는 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 센서의 교
정은 제조업자가 제공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Table 3.2 와 Table 3.3 은
사용한 스트레인 게이지와 슬립링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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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Full bridge circuit for input shaft torque transducer

Fig. 3.4 Calibration for input shaft torque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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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alibration result of input shaft
torque
transducer - T500

Fig. 3.6 Calibration result of input
shaft torque
transducer - T623

Fig. 3.7 Strain gage and slip ring attached to input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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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pecification of strain gage used for input shaft torque transducer
Item
Specifications
Material
SCM420H, HRC 58-63, Japan
Rated capacity (N.m)
400
Power supply (VDC)
5
Gage length (mm)
2
Resistance (Ω)
350.9±0.4%
Gage factor
2.11±1.0%
Thermal expansion (ppM/℃)
11.7
Table 3.3 Specification of slip ring used for input shaft torque transducer
Item
Specification
Manufacturer
Michigan Scientific, USA
Model
B8-2/E60
RPM Rating, RPM
7000
Type
Brush
Type
Hall-effect sensor
Encoder
Resolution
60 pulse/ revolution,
Signal
5-volt square wave
3.1.1.3. 구동륜 출력 측정

구동륜 출력은 구동 차륜의 토크와 속도를 측정하여 엔진 출력 측정에서와 같은 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구동륜의 토크와 속도는 좌우 전륜과 후륜에 각각 구동륜
토크 미터를 Fig. 3.8 과 같이 설치하여 측정하였다(박성운, 2009). 구동륜에 부착된
토크 미터는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의 접촉식 플랜지 형태의 상용 토크 미터를 구입하
여 차륜과 차축 사이에 부착하고 슬립링을 설치하여 선의 꼬임을 방지하였다. 구동륜
토크 미터의 제원은 Table 3.4 에서와 같고, 출력 신호의 교정은 Fig. 3.9 에서와 같이
차축에 전륜은 1m, 후륜은 50cm의 외팔보를 설치한 후 25kgf 의 무게 추 8개로써 부
하 토크를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가감하면서 실시하였다. 차축 토크 교정 결과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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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과 3.11 와 같다. 구동륜의 회전 속도는 토크미터에 부착된 슬립링 내부에 내장
된 마그네틱 픽업 센서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Fig. 3.8 Driving wheel torque meter

Fig. 3.9 Calibration of driving wheel torque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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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Calibration results of front wheel torque meter

Fig. 3.11 Calibration results of rear wheel torque meter
- 35 -

Table 3.4 Specification of driving wheel torque meter
Specifications
Item
Front
Rear
Manufacturer
S. Himmelsein Co. USA
Model
MCRT 27820TU
MCRT 27960TE
Torque range (N.m)
0-5650
0-15000
Torque overload
2×
2×
Max. speed (rpm)
2,000
2,000
3.1.1.4. 주행 속도

트랙터의 작업 속도는 트랙터의 전방 프레임에 속도 레이더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
하였으며, 구동륜의 슬립은 측정한 차축 속도와 트랙터의 작업 속도를 이용하여 식
2.5 로서 구하였다. Table 3.5 와 Fig. 3.12는 레이더 속도 센서의 주요 제원과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5 Specification of radar sensor
Item
Specifications
Manufacturer
Dickey-John Co. USA
Model
Radar Ⅱ ground speed sensor
Velocity range (km/h)
0.53 to 107
≤±5%, (0.53 to 3.2 km/h)
Accuracy (errors %)
≤±3%, (3.2 to 107 km/h)
Response, output speed (ms)
200
DC Power requirement (VDC)
9～16
Mounting angle (degree)
35±5
Mounting height (mm)
457 to 1219
Weight (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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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Radar speed sensor
레이더 센서의 경우 포장의 불균일에 의한 신호의 오차를 고려하여 T623 모델로
트랙터를 변경함과 동시에 GPS 센서를 설치하여 두 가지 신호를 비교 분석하여 사용
하였다. Fig. 3.13 은 트랙터 내부에 설치된 GPS 센서 모듈을 나타내며 Table 3.6 은
GPS 속도 센서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Fig. 3.13 GPS speed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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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Specification of GPS speed sensor
Item
Model
Manufacturer
Output signal
Maximum velocity (km/h)
Minimum velocity (km/h)
Accuracy (%)

Specification
GPS
VBSS05
RACELOGIC
Voltage
1610
0.1
±5

3.1.1.5. 연료 소모량

연료 소모량은 2개의 펄스 출력 유량계를 이용하여 엔진으로 유입되는 유량과 연료
탱크로 리턴 되는 유량을 측정하여 그 차이로서 결정하였다. Table 3.7 은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유량계의 제원이고, Fig. 3.14 은 트랙터의 엔진 룸 내부에 설치한 유량계
를 나타낸 것이며 Fig. 3.15 는 연료 소모량을 계측하는 원리를 나타낸 계략도이다.
한 개의 유량계는 연료 펌프와 필터 사이에 설치하여 엔진으로 유입되는 유량을 계측
하였으며, 나머지 하나는 엔진으로 부터 탱크로 리턴 되는 곳에 설치하였다(동양물산
기업, 2009).
Table 3.7 Specifications of flow meter
Item
Specifications
Manufacturer
Aichi Tokei Denki, Japan Aichi Tokei Denki, Japan
Model
OF05-ZAT-AR
OF10-ZAT-AR
Pulse out (mL/P)
0.46
2.5
Measuring range (L/h)
3～51
21 ~ 300
Max. Pressure
0.5 MPa at 20℃
0.5 MPa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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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Flow meters installed in tractor.

Fig. 3.15 Schematic diagram of fuel meas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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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견인 동력 측정

쟁기작업, 운반 작업과 같은 견인동력을 요구하는 작업의 경우 수평 견인력을 측정
하여야 한다. 쟁기작업의 수평 견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쟁기와 3점 히치 사이에 수
평 견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성하였다. 초기 T500 트랙터에는 Fig. 3.16 에
서와 같은 스트레인 게이지 기반의 수평 견인력 측정 장비를 장착하여 견인력을 측정
하였다(박석호, 2010). T500 모델에 사용된 수평 견인력 측정 장비는 수평 방향의 견
인력에 민감하도록 스트레인 게이지를 세 군데의 링크에 수평 축 방향과 45도 각도를
이루도록 부착하여 굽힘 응력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풀 브리지 회로를 구
성하여 온도와 다른 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측정된 견인력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링크 두 개에서는 인장력이 탑 링크에서는 압축력이 작용하여 세 힘의 합을
이용해 견인력을 결정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의 교정은 373 N의 무게 추 3개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17 와 같다. Table 3.8 은 수평 견인력 측정
장치에 사용된 스트레인 게이지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T623 트랙터에는 Fig 3.18와 같은 로드셀 기반의 육분력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인력을 측정하였다. 육분력 측정 시스템은 6개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3점 히치 점에
위치한 3개의 로드셀은 수평 축 방향의 힘에만 반응하며, 수평축과 수직을 이루는 평
면에 삼각형의 형태로 자리한 3개의 로드셀은 수평 분력 이외의 힘에 민감하게 반응
을 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평 방향의 3개의 로드셀에 작용
하는 견인력의 합을 이용하여 수평 견인력을 측정하였으며 견인 출력은 T500과 T623
모델 모두 아래의 식 3.2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Table 3.9는 육분력 시스템에 사용
된 로드셀의 제원을 나타낸 표이다.
운반 작업의 견인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는 인장, 압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로드셀을 트레일러와 트랙터 사이의 견인력 드로바에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Fig 3.19
은 트랙터에 장착된 로드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Table 3.10은 운반 작업 견
인력 측정에 사용된 로드셀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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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Draft force measuring system – T500

Fig. 3.17 Calibration results of draft force measuring system
Table 3.8 Specification of strain gage
Item
Specifications
Material
N22-FA-5-120-11-VS1 , Japan
Power supply (VDC)
5
Gage length (mm)
5
Resistance (Ω)
120.0±0.3%
Gage factor
2.07±1.0%
Thermal expansion (pp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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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3-point hitch dynamometer for draft force measurement
Table 3.9 Specification of load cell
Item
Specifications
Material
DBBP Bongshin, Co.,Ltd, Korea
Rated capacity (kgf)
2000
Rated output (mV/V)
3.0 ± 0.5 %
Hysteresis (%)
≤ 0.3%
Temperature range (℃)
-20 ~ +80
Overload
× 1.5
  ×   
  
  

여기서,
 = 견인 출력 (kW)
 = 트랙터 작업 속도 (km/h)
 = 수평 견인력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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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ig. 3.19 Load cell for drawbar force measurement
Table 3.10 Specifications of drawbar force load cell
Item
Specifications
Manufacturer
Dacell, Korea
Rated capacity (kgf)
2000
Rated output (mV/V)
2.0±1%
Temperature range, safe
-20~80℃
Excitation recommended
10V
Safe overload
150% R.C
3.1.1.7. PTO 동력 측정

PTO 토크와 속도는 PTO축과 작업기 입력축 사이에 Lim 등(2008)이 개발한 PTO
토크 미터와 Fig. 3.20 과 같이 직접 제작한 토크 미터를 작업기와 PTO 출력축 사이
에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앞선 토크 미터는 T500에서 사용되었으며 추후 제작한 토크
미터는 T623 모델에 사용하였다. 직접 제작한 토크 미터는 플랜지 형태의 토크 미터
를 유니버설 조인트 사이에 정밀 가공하여 부착하였다. Table 3.11 은 PTO 토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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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PTO 토크 미터의 교정은 차축 토크에서와 같은 방법으
로 실시하였으며 PTO 출력의 계산 방법은 엔진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
을 사용하였다.

Fig. 3.20 PTO torque meter
Table 3.11 Specifications of PTO torque meter
Item
Specifications
Manufacturer
Lorenz, Germany
DACELL, Korea
Model
DR-2112R-500
TRE-100K
Type
Contactless
Slipring
Measuring range (N.m)
0-500
0-1000
Max. torque (N.m)
1000
1300
Rated speed (rpm)
2000
2000
3.1.1.8. 타이어 공기압 및 밸래스트 조정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한국 산업 규격 KS M6752(KS, 2009)에서 규정한 농업용
타이어의 최대 허용 하중에 따라 결정하였다. 공기압은 압축기와 디지털 공기압 측정
기를 이용하여 조정하였으며, 타이어에 공기압 센서를 부착하여 주행 중에도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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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Lee et al., 2010). Fig. 3.21 은 타
이어의 공기압 감시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전후 차축의 중량 분포는 무게가 314 N인 무게 추를 트랙터 전방에 가감하는 방법
으로 조정하였으며, 각 차축에 작용하는 중량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차축
하중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탑재한 무게 추에 따른 차축의 중량 분포는
Fig 3.22와 3.23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Fig. 3.21 Tire inflation pressure monitoring system

Fig. 3.22 Axle weight distribution according to
additional weights - T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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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Axle weight distribution according to
additional weights - T623
3.1.1.9. 통합 계측 시스템

통합 계측 시스템은 엔진 출력, PTO 출력, 구동축 출력, 구동륜 슬립, 주행 속도,
연료 소모량, 견인 동력을 결정하기 위한 센서 및 데이터 수집 장치로 구성하였다. 데
이터 수집 장치는 신호 증폭과 노이즈 필터링을 제공하며, 32개의 채널을 통해 100
kHz의 샘플링 속도와 16 bit의 분해능을 가진 DEWE-3010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사
양은 Table 3.12 와 같다. 계측에 필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은 프로그램은
DEWESOFT V. 6.1(DEWETRON, Austria)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Fig 3.24 은 통
합 계측 시스템의 구성 체계를 나타낸 것이며 Fig 3.25 는 트랙터 내부에 설치된 모
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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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Schematic diagram for measuring system

Fig. 3.25 Data acquisition system in the measuring tractor
Table 3.12 Specifications of Data acquisition system
Item
Specification
Manufacturer
DEWETRON, Austria
Model
DEWE-3010
Max. Sampling rate (kHz)
100
Resolution (bit)
16
8 for bridge
Channels
8 for frequency
16 for an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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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0. 농작업 포장시험

포장시험은 수원에 위치한 12개의 서로 다른 논 (A∼L)과 1곳의 밭(M), 이천의 밭
(N), 그리고 논산의 논(O, P, Q) 에서 실시하였으며, 쟁기작업, 로터리 작업 을 수행하
였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무논 로터리 작업과 마른논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시험 토양의 토성, 함수율, 토양 강도는 Table 3.13과 같다. 이때 함수율과 토양 강도
는 쟁기 작업 시행 이전에 측정하였으며, 무논 로터리작업과 마른 로터리 작업 수행
시에는 측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논에 물이 가득한 상태
로 함수율 및 토양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며, 마른 로터리 작업의 경우
에는 쟁기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져 측정이 무의미 하였다. 논토양에
서는 앞서 개발된 통합 계측 시스템이 장착된 T500트랙터를 이용하여 쟁기 작업과
무논 로터리 작업, T623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기 작업과 로터리 작업을 수행하였으
며, 수원의 밭. 이천과 논산 토양 에서는 T623트랙터만을 이용하여 쟁기 작업과 마른
로터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T623 트랙터만을 이용하여 일반 아
스팔트와, 시멘트, 단단한 밭 토양을 주행하도록 하였다. Fig. 3.26은 계측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작업 수행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3.26 Field operations using the measuring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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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Soil property of the experimental plots
Moisture
Cone index by depth (kPa)
Plot Soil type content 0 cm 5 cm 10 cm 15 cm 20 cm
(%)
A Loamy sand 54.4 276.7 541.2 562.8 1422.9 2699.3
B Loamy sand 48.0 430.9 462.8 493.8 1085.1 1633.2
C Loamy sand 42.1 224.9 307.7 481.8 886.0 1485.0
D Loamy sand 27.1 257.1 336.9 521.0 918.0 1521.8
E Loamy sand 35.8 232.7 362.8 586.1 773.1 1129.0
F Loamy sand 56.1 241.3 334.4 545.6 979.1 1453.9
G Loamy sand 43.6 207.7 392.1 632.6 1121.3 1955.5
H Loamy sand 44.6 219.0 298.0 385.8 780.8 2457.2
I Loamy sand 48.2 521.8 1074.8 745.8 1013.5 1926.4
J Loamy sand 38.1 15.0 75 .0 165.1 546.3 2021.0
K Loamy sand 32.2 224.2 343.8 561.4 1263.4 2007.8
L Loamy sand 41.5 218.9 434.1 473.6 732.4 1636.5
M
Loam
24.1 29.0 1061.8 1044.3 973.7 1307.5
N Silt loam
23.2 76.4 280.4 516.6 656.9 1065.6
O Loam sand 32.2 398.2 1185.3 1250.5 1372.2 2054.1
P Loam sand 38.9 201.0 615.2 732.1 735.2 1485.2
Q Silt Loam 26.8 348.0 948.2 772.1 963.5 1123.7

25 cm
2201.1
1704.7
2111.5
2112.7
1862.4
1922.8
2270.1
3124.0
2703.0
2071.0
2001.0
1768.2
1851.8
1847.5
2547.2
2425.1
2036.2

토양의 수분 함량은 드라이 오븐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용적이 동일한 토양
시료 캔에 의해 수집된 토양 샘플의 무게를 측정하고 105℃의 드라이오븐에서 16시간
을 건조시킨 후 무게를 다시 측정하여 그 감량을 건토에 대한 %로 나타내었다.
토양의 종류는 미농무성법 (USDA)에 따라 분류하였다. 건조된 토양 샘플을 분쇄하
여 표준 망채를 이용하여 자갈, 모래, 미사, 점토의 각 함량을 측정하고 토성 삼각도
로부터 토성을 분류하였다.
토양의 원추 지수는 원추 관입 시험기를 이용하여 30mm/s의 토양 관입 속도를 유
지하여 실험 포장 내에 임의의 10곳을 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2.5cm 간격으로 30cm
깊이까지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평균처리 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15 에 원추 지
수 측정에 사용된 원추 관입 시험기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작업기는 Table 3.14 와 같으며, 2가지의 트랙터에 맞추어 쟁기와 로
터리 작업기도 서로 다른 기종을 이용하였다. 쟁기는 이랑 쟁기를 이용하였으며,
T500에 이용된 YS-5P-500-1800모델은 5련, T623에 이용된 SW-PN1806 모델은 6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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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로터리 작업기는 C형 칼날을 장착한 작업기를 이용하였으며, T500모
델의 경우에는 경폭 175 cm, T623모델은 경폭 180 cm 모델을 이용하였다.
Table 3.14 Specifications of implements used in this study
Required
Length
Width
Height
Weight
Implement Model
(mm) (mm) (mm) (kN) Power
(kW)
YS-5P-500
Plow
1,950 1,750 1,350 3.9
33-37
-1800
Plow SW-PN1806 2,140 1,805 1,165 3.7
37-48
Rotary HC-175GS 838 1,912 1,014 3.8
33-37
Rotary Y180GS-B 970 2,035 1,130 4.3
34-38
Table 3.15 Specifications of the soil cone penetrometer used in the study
Item
Specification
Manufacturer
Spectrum technologies, Inc
0 ∼ 45
Measuring Depth (cm)
range
Pressure (kPa)
0 ∼ 7,000
Accuracy (kPa/cm)
68.67
Resolution (kPa/cm)
14
Power
2 AA Batteries
쟁기와 로터리 및 운반 작업을 위한 트랙터 운전은 작업 경력이 10년 이상의 농업
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소에 수행하는 작업 방식대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쟁기 작업
의 경심은 트랙터 계측기와 작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5 ∼ 20 cm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로터리 작업의 경심은 10 ∼ 15 cm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작업
속도는 운전자의 작업 습관에 맞춰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잦은 변속은 피하였다.
이에 따라 쟁기 작업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속도 범위인 5 ∼ 7km/h 정
도의 속도로 쟁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T500트랙터는 엔진 정격 속도
에서 M-3 ∼ M-4, T623 트랙터는 M-2 ∼ M-3단과 같다.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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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7.24 km/h정도의 속도를 이루며 작업하도록 하였다. 마른 로터리 작업은
T623 트랙터를 이용하여 작업하였으며, L-3 ∼ M-2 단을 이용하여 엔진 정격 회전
속도에서 2.17 ∼ 4.51 km/h 정도의 속력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 구간의 데이터는 직진하며 작업할 때만 수집하였으며, 각 구획에서 데이
터 수집 시간은 최소한 10분으로 하였으나 조향, 작업기 상승, 작업기 하강, 정지, 후
진 등 작업 준비 과정의 시간은 제외하였다.
타이어 공기압과 밸래스트 조정은 운전자의 습관에 맞기 도록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KS 규격에 따른 하중 대응표에 비하여 2배 이상 과하게 넣는 경향
이 관찰되었으며, 밸래스트는 크게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사용자
작업 프로파일을 통해 자세히 제시 하도록 하겠다.
운반 작업은 일반적인 트랙터를 이용한 운송 작업과 마찬가지로 트랙터 뒷부분에
트레일러를 장착한 상태로 농로, 아스팔트, 시멘트 등을 주행하도록 하였으며, 최소한
10분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샘플링 속도는 저장 장치의 한계와 작업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토크 변동
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00Hz의 속도로 샘
플을 측정하였으며 밭 쟁기 작업만 300Hz의 속도로 샘플을 측정하였다.
3.1.2. 농작업 부하 분석

트랙터 전동 라인에 작용하는 부하는 시간에 따라 그 크기와 방향이 수시로 변하는
동하중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변속기 입력축, 구동 차축, PTO 축의 토크
를 하중 계산과 신뢰성 시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원하는 위치에 작용
한 부하의 크기별 빈도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측정된 데이터 들은 모두
시간에 의한 함수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시간 함수로 이루어진 부하를 일련의 과정
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전체 부하에 대하여 빈도수의 함수로 나타낸 것을 부
하 스펙트럼이라 한다. 아래의 그림은 부하 일반적인 부하 스펙트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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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Typical load spectrum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하 스펙트럼은 직교 좌표계의 세로축에 부하수준을 큰 것부
터 작은 순서로 배열하여 표시하고, 가로축에 각 부하 수준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로
그-로그 스케일을 기본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로축은 일반 스케일로 표시한다.
트랙터 구동장치에 작용하는 부하 토크는 시간에 대하여 그 형태가 비주기적이고
임의로 변화되기 때문에 시간 - 토크 선도에서 일정한 크기의 부하 토크가 발생한 횟
수를 정확하게 세기 쉽지 않다. 부하 토크의 발생 횟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레인플로우법(Rainflow counting)을 택하였다. 레인플로우
법은 기준이 되는 물리량의 평균값과 그 크기를 고려하여 물리량-시간 선도에서 물리
량의 변화량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세는 방법이다.
레인플로우법은 Fig. 3.28 에서와 같이 극대점과 극소점을 차례로 연결한 변화량 시
간 선도의 경사 선을 따라 빗방울이 굴러 가는 상태 즉, 레인플로우를 가정하여 물리
량의 변화량 루프를 결정하는 것이다. 레인플로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ig. 3.28와
같이 부하-시간 선도를 시간축이 연직선이 되도록 회전시킨다. 그리고 부하-시간 선
도의 시작점은 최대 부하 지점 또는 최소 부하 지점으로 하고, 극대점은 오른쪽으로,
극소점은 왼쪽으로 배치시킨다. 모든 극대점과 극소점에서 출발한 가상의 빗방울은
다음과 같은 법칙을 따라 차례로 흘러내린다.
(1) 극대점 혹은 극소점에서 시작한 가상 빗방울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 반대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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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점 혹은 극대점에 이르면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착한 극소점(극대점) 다음의 극대점(극소점)이 시작한 극대점(극소점)과 같거
나 보다 크면(작으면) 이 극소점(극대점)에서 멈춘다. 극대점(극소점)이 시작한 극대점
(극소점)보다 작으면(크면) 극소점(극대점)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때 떨어질 경사면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떨어질 경사면이 없는 경우에는 극소점(극대점)에
서 멈춘다. 떨어질 경사면이 있으면 떨어진 경사면의 극대점(극소점)과 시작한 극대점
(극소점) 사이에 시작한 극대점(극소점)보다 큰 극대점(극소점)이 없으면 가상 물방울
은 경사면에 떨어져서 아래로 굴러간다. 만약 시작한 극대점(극소점)보다 큰 극대점
(극소점)이 있으면 극소점(극대점)에서 멈춘다.
(2) 경사면을 따라 흐르던 빗방울이 앞서 지나간 흐름과 만나면 만난점에서 멈춘다.
(3) 가상 빗방울은 (1)과 (2)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아래의 경사면으로 떨어지며
계속 흐른다. 아래로 떨어질 경사면이 없으면 (1)에서와 같이 도착한 극소점(극대점)
에서 멈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인플로우법을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Kim, 1998).

Fig. 3.28 Rainflow counting.(Kim, 1998)
- 53 -

3.1.2.1. 평균 하중 고려와 등급화

레인 플로 법을 이용하여 카운팅 된 사이클을 이용하여 하중의 크기와, 평균을 계
산할 수 있다. 변속기 입력축과 구동 차축, PTO 축에 작용하는 부하 사이클에 대하여
하중의 평균과 크기는 작용하는 부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
라서 하중의 크기와 평균을 이용한 등가 완전 반복 하중을 구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 스펙트럼의 부하 크기를 계산할 때 평균 하중
을 고려하는 Smith-Watson-Tapper식을 이용하였다. Smith-Watson-Tapper식은 아
래와 같이 표현된다 (Kim, 1998).
    × 
  

(3.3)

여기서,
 = 등가 완전 반복 하중
 = 하중의 크기 (Amplitude)
 = 평균 하중






레인 플로 카운팅을 이용하여 구한 각각의 사이클에 대한 하중의 크기와 평균을 등
가 완전 반복 하중으로 변환하고, 등가 완전 반복 하중의 최댓값과 최솟값 사이를 일
정한 수로 등분하여 각 수준에 해당되는 하중 사이클의 수를 세어 그 값을 결정한다.
레인 플로 카운팅 방법을 이용한 최종 결과물을 위의 식을 통하여 계산된 등가 완전
반복 하중의 최댓값과 최솟값 사이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대한 완전 반
복 하중의 수준별 사이클 도수로써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농작업에서 계측
된 부하 데이터 중 최댓값을 각 부분에 대하여 64 등분하여 설정하였다. 이렇게 측정
된 부하 데이터는 측정된 시간에 대하여 트랙터 수명 시간인 5000시간으로 가정하고
대수적으로 확장하여 나타내었다.

- 54 -

3.1.2.2. 정격 토크 계산

변속기 입력축, 구동 차축, PTO 입력축의 부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값
대신 정격 토크에 대한 비율로 표시함으로써 상대적인 평가가 용이하다. 이는 서로
다른 트랙터 및 서로 다른 작업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변속기 입력축의 정격 토크는 트랙터의 정격 속도 점에서의
토크 값을 이용하였다.
구동 차축의 정격 토크는 트랙터의 총 중량이 전후 차축에 중량 분포에 의하여 분
포하고 그 하중에 의하여 토양의 점착력에 의해 토크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Kim, 19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점착 계수는 0.8이다.



    ×  ×  

(3.4)

여기서,
 = 구동 차축의 정격 토크(점착 토크) (N.m)
 = 점착 계수
 = 차축 중량 (N)
 = 차륜 동반경 (m)


PTO 축의 정격 토크는 트랙터 변속기 입력축 정격 토크에 PTO 기어비 중 가장
큰 기어비를 곱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트랙터의 PTO 기어비는 1:4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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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부하 스펙트럼 분석

농작업에 따른 부하 특성 분석은 각각의 농작업에 대하여 변속기 입력축, 구동 차
축(전륜, 후륜), PTO 축의 부하 스펙트럼을 작성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아래의 Fig.
3.29은 쟁기 (밭, 논)작업, 로터리 (마른논, 무논)작업, 운반 작업에 따른 변속기 입력
축의 부하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다. 밭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다른 작업들에 비
해 샘플링 속도가 높은 관계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 이하의 저 부하 영역에서 많
은 사이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엔진의 폭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기적인
성분들로 피로 수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Kim, 1998)
입력축 부하 스펙트럼의 경우 마른논 로터리 작업이 가장 큰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작업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PTO 축이 부하 측정을 위한 변속기 입력축과 직결형태를 띄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모든 PTO 부하는 변속기 입력축에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3.29 Load spectra of transmission input shaft in semi 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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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하 스펙트럼에서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하의 크기는 정격 토크를 기준으
로 대략 50 ∼150%의 부하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논 로터리 작업은
작업 부하가 엔진으로 직결되는 PTO 라인을 통하여 전달되며 또한 고 토크의 작업
특성으로 인하여 부하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견인력이 요구되
는 쟁기와 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로터리 작업에 비하여 적은 부하가 변속기 입력축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견인 작업의 경우 엔진의 출력에 의하여 작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토양과 차륜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작
업 부하가 제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그림은 모두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그림이다. 역시 밭 쟁기 작업의 부하 스펙트럼 중 저 부하 영역의 부하 사이클이 크
게 나타났다. 입력축 부하 스펙트럼의 경우 정격 토크 대비 50 ∼ 150 %대의 부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저 토크영역의 사이클
또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축 부하 스펙트럼의 작업에
따른 최대 부하의 크기는 정격 토크 대비 150 ∼ 250 %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갑
작스러운 부하 변동, 클러치 변동 등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3.30 Load spectra of transmission input shaft in log-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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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는 후륜 구동 차축의 부하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다. 후륜 구동 차축의
부하 스펙트럼의 경우 엔진으로부터 전달된 부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한 형상을 띄
고 있다. 구동 차축의 경우 엔진의 폭발에 의한 부하 변동이 트랙터의 전동 라인을
통하며 대부분 상쇄됨에 따라 많은 저 부하 영역의 사이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중 부하 영역 대(20 ∼ 100%)의 사이클 수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하는 20 ∼ 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변속기 입력축에 비
하여 낮은 부하 수준을 보였다. 밭 쟁기 작업의 경우 변속기 입력축과 마찬가지로
20% 이하의 낮은 부하 영역의 사이클 수가 높게 나타났다.
작업에 따른 부하 스펙트럼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변속기 입력축에
서 가장 높은 부하 수준을 나타내었던 마른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어 무논 로터리 작업과 유사한 수준의 부하를 나타내었다. 이는 무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토양과 물의 저항으로 인하여 마른 로터리 작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견인력이 요구되는 반면, 마른 로터리 작업은 대부분의 부하가 PTO에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쟁기 작업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쟁기
작업의 견인 부하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1 Load spectra of rear wheel axle shaft in semi 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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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륜 구동 차축의 최대 토크는 100 ∼ 200% 가량의 분포를 보였으며 쟁기 작업의
경우에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Fig. 3.32은 Fig 3.31을 로그-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그림이다. 대부분의 작업이 유사
한 스펙트럼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 부하 영역에 많은 부하 사이클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2 Load spectra of rear wheel axle shaft in log-log scale.
Fig. 3.33은 전륜 구동 차축의 부하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며, Fig. 3.34은 Fig.
3.33을 로그-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그림이다. 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2륜구동으로 작업
이 이루어져 전륜 구동축 부하 스펙트럼을 작성하지 않았다. 전륜 구동축 부하 스펙
트럼의 경우에도 역시 쟁기 작업의 부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도 높은 부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쟁기 작업과
로터리작업간의 부하 수준 차이가 후륜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쟁기 작업의 경우 작업기와 부하의 특성상 전륜에서 후륜으로 많은 하중 이동이 발생
하여 대부분의 부하가 후륜에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쟁기 작
업 시에는 보다 많은 밸래스트 조정을 통해 전, 후륜의 동력 배분이 잘 이뤄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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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른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전, 후륜 부하 수준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TO 로 대부분의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부하의 수준은 정격 토크 대비 120 ∼ 180%에 분포하였으며 이는 후륜 구동
차축과 입력축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륜에 작용하는 차축 하중이 적
고 후륜으로의 하중 이동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하의 경우에는 정격 토크 대비 20 ∼ 40 % 정도의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판단된다.


Fig. 3.33 Load spectra of front wheel axle shaft in semi log scale.
PTO축의 부하 스펙트럼은 아래의 Fig. 3.35와 같으며 Fig. 3.36은 로그-로그 스케
일로 나타낸 그림이다. PTO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 중 무논 로터리 작업과 마른논 로
터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무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마른논 로터리 작업에 비해
고 부하 사이클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무논의 특성상 토양의 점도와 저항이
증가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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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Load spectra of front wheel axle shaft in log-log scale.
마른논 로터리 작업과 무논 로터리 작업 모두  사이클이 작용하는 부하가 대략
5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입력축에서 나온 부하의 일정 부분이 구동 차축으로 전
달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PTO축의 작용하는 최대 하중의 크기는 정격 토크 대비 약 250% 정도의 부하가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변속기 입력축에 작용하는 최대 토크의 비율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PTO축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부하가 작용하게 되면 이 또한 변속
기 입력축 부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력축에서 발생한 부하는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후륜 구동 차축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으며 전륜 구동 차축의 비율은 로터리 작업의 그것과 비슷한 부하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쟁기 작업 시 에는 로터리 작업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전
륜 하중 분포를 이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대
부분의 작업 부하가 PTO 축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 사이클의 높
은 수준의 부하가 대부분 PTO 축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구
동 차축의 부하 수준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운반 작업과 비슷한 수준의 구동 차축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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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Load spectra of PTO shaft in semi log scale.

Fig. 3.36 Load spectra of PTO shaft in semi log-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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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엔진 사용 영역

농작업에 따른 엔진 사용 영역은 Fig. 3.37과 같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
작업에 따른 엔진 사용 영역 분석은 앞에서 측정한 부하 데이터 중에서 직선 작업 구
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간추린 후 변속단수, 작업 속도 등에 따라 분리하여 각각의
구간들을 시간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구한 값으로써 정격 속도와 정격 출력에 대한 비
로써 각각 나타내었다. 두 가지의 트랙터 중 T623 모델에 대해서만 엔진 영역을 작성
하였으며 이는 두 모델의 엔진 성능 곡선의 형상이 매우 상이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가 불가능함에 의한 것이다.

Fig. 3.37 Engine operating region of various field operations
엔진사용영역은 사용자의 운전 습관, 변속 단수, 작업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엔진 사용 영역이 저 출력 부근에서 이루어지거나
엔진 속도가 너무 높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속도가 높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대
부분 로터리 작업에 비하여 부하가 낮고 높은 엔진 속도와 저 출력에서 작업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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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쟁기 작업의 경우, 작업 수행 시 엔진으로부터 전달된
구동륜의 동력이 토양의 강도보다 강하여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엔진으로 부터의 출력을 다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출력이 토양
파괴, 슬립 등으로 인하여 손실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의 경
우에는 PTO 변속비가 큰 PTO 저속 변속단수의 경우에는 0.55 ~ 0.75 정도의 속도와
0.2 ~ 0.4 정도의 출력 범위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속단수가 높은 경우에
는 정격 속도와 정격 출력 부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어진 엔진 연료 효율 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적의 연료 효율 지점으로 현재의
엔진 운전 지점을 Fig. 3.38와 같이 이동 시켰을 경우 각각의 작업에 대하여 최소
14%에서 최대 58%가량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부하 수준이 크지 않으며 엔진의 속도 분포가 매우 넓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반 작업의 속도 분포가 다양하고 주행 조건의 변화가 심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평지 주행을 대부분 수
행하여, 부하 수준이 크지 않았으며, 운반 작업의 고부하는 경사지를 오르거나 내릴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경사지 운행에 대한 부하 수준을 계측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Fig. 3.38 Engine operation region moving for maximizing
fuel efficiency
- 64 -

3.1.4. 연료 효율 특성

일반적으로 트랙터의 효율을 따질 경우에는 단위 출력 당 연료 소비 율을 지표로
사용한다. 이는 단위 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연료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작업 수준
을 동일하게 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연료 효율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작업 능률에 대해선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즉, 설
계자 입장에선 연료 소비 율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쉽게 와 닿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 능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을 도입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내었다.
   × 
    
 ×   ×  

(3.5)

여기서,

= 출력 당 연료 소비율 (L/kWh)
 = 연료 소모량 (L/h)
 = 입력축 토크 (N.m)
 = 입력축 속도 (rpm)






 × 
   
 ×


여기서,
 =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 (L/ha)
 = 연료 소모량 (L/h)
 = 트랙터 작업 속도 (km/h)
 = 작업기 작업 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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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Table 3.16 Fuel consumption characteristic of three haulage operations.
Work FC
Speed Engine
FCA
SVFC
Speed,
power
,km/h
,L/h
,L/ha
,L/kWh
RPM
,kW
Plow
2.64
2266.93 6.11 7.58
16.18
1.55
(Farm)
Plow
3.64
1862.54 6.90 10.15 10.56
0.71
(Farm)
Plow
4.32
2283.66 13.11 10.56 13.82
1.04
(Farm)
Plow
5.41
2038.15 18.62 11.47 11.97
0.67
(Farm)
Plow
3.85
1597.65 26.38 11.42 16.37
0.43
(Paddy)
Plow
3.64
2142.59 23.10 12.66 18.74
0.55
(Paddy)
Plow
3.41
1244.52 18.52 7.39
11.64
0.40
(Paddy)
Plow
5.96
2076.46 28.68 14.08 12.79
0.50
(Paddy)
Plow
4.92
1915.81 31.56 14.39 19.08
0.56
(Paddy)
Rotary
2.19
2215.36 21.15 11.13 27.78
0.76
(Dry)
Rotary
2.68
2184.44 22.37 11.47 23.73
0.70
(Dry)
Rotary
2.88
2220.99 23.52 12.28 23.27
0.68
(Dry)
Rotary
4.23
2063.95 27.22 12.59 16.17
0.59
(Dry)
Rotary
3.43
1673.11 16.73 6.79
10.57
0.44
(Dry)
Rotary
4.02
2093.02 25.64 12.16 16.70
0.47
(Wet)
Rotary
6.54
2074.76 24.80 14.25 13.57
0.61
(Wet)
Transport
1.06
(1.5t Asphalt) 10.38 1384.32 5.29 4.14
Transport
0.65
(1.5t Asphalt) 15.13 1459.92 8.11 4.92
Transport
2205.20 3.36 5.49
1.78
(1.5t Sand) 8.09
Transport
1772.85 2.29 3.54
1.75
(1.5t Sand)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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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 동일한 작업 조건을 유지 하지 않고 단순히 동일
한 면적을 작업 하는데 얼마만큼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작업 능률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위 출력
당 연료 소비율(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과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
(Fuel Consumption per Area)은 위의 식 3.5와 3.6 으로 나타내었다.
표 3.16은 쟁기, 로터리, 운반 작업 중 몇 가지 경우의 작업을 간추려 작업 속도, 엔
진 속도, 작업 부하, 연료 소모량 (FC),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 (FCA), 연료 소비율
(SVFC)을 나타낸 것이다.
작업 속도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이 2.64 km/h ~ 5.96 km/h 가량 작업이 이루어 졌
으며, 마른 로터리 작업은 2.19 km/h ~ 3.43 km/h, 무논 로터리 작업은 4.02 ~ 6.54
km/h로 이루어졌다. 운반 작업은 사용 속도의 범위가 매우 큼에 따라 분류가 어려워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만을 분류하였다.
엔진 속도는 별다른 경향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PTO를 사용하는 작업인 로터
리 작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격 속도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TO의 일정한 회전속도를 요구하는 작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기 작업
그리고 운반 작업과 같이, 견인부하의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견인 부하 변동의 폭이 적고 일정한 PTO 회전 속도를
요구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견인 부하 변동이 크고, 작업 속도 변화가 큰 작업과는 다
른 형태의 작업 알고리즘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 부하의 경우, 쟁기 작업은 밭 쟁기에 비해 논 쟁기 작업의 부하가 일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터리 작업은 대체적으로 쟁기 작업에 비하여 큰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 작업은 평지 주행의 경우 큰 부하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속도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소모량 (FC)의 경우에는 각 작업에 따라 큰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동일한 작업 부하가 작용함에도 훨씬 많은 연료 소모량을 보이는 경
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토양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따라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차륜의 슬립을 조정함으로써 작업 부하를 알맞은 수준
으로 맞춰줌에 따라 견인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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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에 비하여 부하 수준이 높아 연료 소모량의 절대량이 더 많았
으며, 작업 부하에 따라 연료 소모량이 일정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운반
작업은 다른 작업에 비해 연료 소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의 경우 엔진 속도, 작업 속도, 작업
부하 등 매우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하나의 변수
만으로는 그 경향성을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CA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과 같은 토양 경운 작업의 연료 효율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표로 판단되
기 때문에,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작업 알고리즘이 확립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
리 작업은 쟁기 작업에 비하여 변동 폭이 작으며, 일반적으로 작업 속도와 엔진 회전
속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반 작업은, 현재의 지표로는 판단할 수 없
으며, 이에 따라 다른 지표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별다른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으나,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견인 효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은 엔진의 연료 효율과
변속기의 전동 효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쟁기 작업
과 로터리 작업의 알고리즘이 서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작업에 따른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연료 소모량,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 그리고 연료 소비율을
따로 산정하여, 각각의 지표들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각각의 지표
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를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단위 면
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시간과 작업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토양
전체를 작업할 경우에 대하여 작업 면적에 대한 연료 소모를 줄이고 싶은 농민이 있
는가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 하고 싶은 농민이 있을 수도 있다, 뿐
만 아니라 트랙터가 가진 최대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작업 시간, 면적 보다
는 작업 수준을 최대한 끌어 올리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각각의 지표들에 대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각 작업에 따라 최적의
연료 효율 판단 지표를 도출한 후, 그에 맞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료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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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표준 작업 프로파일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실제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대표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쟁기 작업은 몇 단에서 얼마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부하 수준을 유지하며 작업 한다, 혹은 부가 중량을 얼마를 부착
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어느 정도 유지한다와 같은 실제 사용 환경에 대한 프로파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엔진 및 작업기를 제어하는 제어기를 설계하고 테스
트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 부하를 잘 모사한 작업 표준 사이클이 필요하다. 이는 일
반적으로 부하 수준 크면서 변동 폭이 심한 작업의 작업 상태를 최대한 잘 나타내기
위함으로, 제어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또한 통합 조정 알고리
즘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실제 작업 환경에 대한
표준 작업 프로파일이 필요하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작업을 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
을 때를 효과적으로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 사용자들의 표준 작업 프로파일이 필
수적이다.
표준 작업 프로파일은 앞선 농작업 실험에 따른 실측 데이터와 실 사용자들에 대
한 조사,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쟁기 작업, 로터리 작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 중량에 따른 밸래스트 조정 방법, 타이어 공기압 조정 방법, 변속 단수, 엔진 속
도, 기본 적인 작업 습관과 작업 부하 항목에 대하여 나타내었으며, 추후 제어기 개발
및 알고리즘 검증 시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작업 부하의 경우에는 사이클의
형태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각각의 작업 프로파일은 앞서 측정한 실 작업자에 대한
농작업 부하 측정 시 작업이 이루어진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때 조정 방법은
작업자의 평소 습관에 따르도록 하였다. 밸래스트 조정 방법의 경우에는 전방 무게추
의 개수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T623 – 25 kgf X 8) 타이어 공기압은 KS 규격에
따른 공기압 대비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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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쟁기 작업

일반적인 쟁기 작업은 그림 3.39와 3.40 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의 그림
3.40은 장/단방향이 번갈아 일어난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우선 처음
작업지에 도착한 후에는 작업 준비 및 쟁기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①). 이 후 작업이
시작되면 쟁기의 경심을 체크하며 경심이 일정하게 유지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업
을 진행한다. 만일 경심이 일정하지 않고 쟁기가 깊이 들어가거나 혹은 기울어지게
될 경우에는 히치를 재조정하여 일정하게 맞춰 주도록 한다(②).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논은 100m의 장방향과 50m의 단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쟁기작업은 그림 3.39와 같이 장뱡향을 왕복하여 이루어지거나, 혹은 장방향 단방
향을 번갈아가며 작업하는 경우로 이루어진다. 3.40의 데이터는 장방향 단방향을 번갈
아가며 작업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쟁기 작업이 시작되면(③), 일정한 견인 부하
가 작용하게 되며, 만일 쟁기의 경심이 증가하거나 토양의 성질이 변하여 갑작스럽게
부하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될 경우, 히치를 조정하여 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준다(동그라미 부분). 한쪽 방향의 작업이 끝나 작업지의 끝부분에 다다르게 될 경우
에는, 히치를 올리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방향 전환이 완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앞선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작업 단
수나, 경심, 엔진 속도 등은 방향 전환 시에 많은 변동을 일으키게 되며, 이에 따라
작업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쟁기 작업의 사이클 중
작업 준비 -> 쟁기 작업 -> 방향 전환 (① ~ ④ or ④ ~ ⑤)까지의 과정을 한 사이
클로 정의하였다.
표 3.17은 쟁기작업 시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조정, 변속 단수에 따른 작업 속도
및 엔진 속도에 대한 표준 작업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쟁기 작업의 경우 대부분
의 작업에 있어서 전방부의 부가중량을 모두 부착한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타
이어 공기압의 경우에는 KS 규격에 비하여 150 ~ 200 % 가량 과량의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 등(1997)의 논문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
는 농민들의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 속도는 2.5 km/h ~ 7 km/h의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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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623 트랙터의 엔진 정격 속도인 2300RPM에서 변속단수 M-1에서 M-3에 해당한
다. 엔진 회전속도는 대부분 정격 RPM 근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일반적인 경제운전 속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엔진 속도를 유지한 채로 작업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엔진 속도는
High Idle에 가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많은 양의
연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9 Field operation driving type
Table 3.17 Standard operation profile of plowing operation
Items
Recommended
Actual
Ballast (Front:Rear, %)
60 : 40
53 : 47
Tire inflation pressure
150 ~ 200 % of
17 : 12
(Front:Rear, psi)
recommended
Speed, km/h (Gear step)
4 ~ 7 (M-2 ~ M-3) 2.5~ 7 (M-1 ~ M-3)
1300 <  < 2300
1800 < 
Engine Speed,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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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General work cycle of plow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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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로터리 작업

일반적인 로터리 작업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진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히치의 상승 하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쟁기 작업과 비슷하
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히치를 상승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그림 3.41은 위의 그림 3.39의 작업 방식 중, 장방향
왕복 방식에 해당하며, 방향 전환 시에 히치 상승 하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작업
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로터리 작업의 특징은, 쟁기 작업에 비하여 작업
부하의 변동이 매우 크고 그 변화 주기 또한 매우 짧아 마치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는 로터리 날이 회전할 때 날이 토양을 파고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반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TO가 직결로 연결됨에 따라 PTO의 부하 변동
이 엔진에 그대로 전달되어 엔진에 부하 변동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견인
부하가 크지 않아 작업 속도가 매우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쟁기작
업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로터리 작업의 사이클 중 작업 준비 -> 로터리 작업 -> 방
향 전환 (① ~ ② or ③ ~ ②)까지의 과정을 한 사이클로 정의하였다.
표 3.18은 로터리 작업 시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조정, 변속 단수에 따른 작업
속도 및 엔진 속도에 대한 표준 작업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에 있어서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전방부의 부가중량을 모두 부착한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타이어 공기압의 경우에는 KS 규격에 비하여 200 ~ 300
% 가량 과량의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또한 최 등(1997)의
논문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농민들의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의 작업 속도는 2.5 km/h ~ 5 km/h의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623 트랙터의 엔진 정격 속도인
2300RPM에서 변속단수 L-4에서 M-2에 해당한다. 엔진 회전속도는 대부분 정격
RPM 부근 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
로 필요 이상의 고 RPM 대를 사용함에 따라 많은 양의 연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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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General work cycle of rotavat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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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8 Standard operation profile of rotavating operation
Items
Recommended
Actual
Ballast (Front:Rear, %)
55 : 45
53 : 47
Tire inflation pressure
200
~ 300 % of
17 : 12
(Front:Rear, psi)
recommended
Speed, km/h (Gear step)
2 ~ 4 (L-4 ~ M-2) 2.5~ 5 (L-4 ~ M-2)
1300 <  < 2300
2200 < 
Engine Speed,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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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3.2.1. 개요

트랙터의 연료 효율은 엔진 속도, 부하 수준, 구동륜의 슬립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
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며 운전자의 운
전 습관, 토양 조건 등에 의해서도 변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트
랙터의 경우에는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합 조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료 효율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각각의 변수들이 연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야 한다. 특히 통합 조정시스템을 위한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서로 다른 농작업을 수
행하였을 때 연료 효율이나 작업 능률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요소 기술들을 통합
하였을 때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장시험을 통하여 이
를 구명하기에는 시간, 공간,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
의 불균일성에 의하여 변수들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이 많이 활용되
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시간, 공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 대상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지는 다양한 실험과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보완 검증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대상체를 정확히 모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실험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 경향과 변화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터의 연료 효율, 견인 성능 및 요소 기술 평가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트랙터의 엔진, 변속기, 견인 성능, 연료 효율, 작
업 속도 와 슬립, 작업 부하, 차축 중량 분포, 타이어 공기압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시
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엔진, 변속기, 견인 성능 예측 모델, 차축 중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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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부하 예측 모델, 주행 속도 및 슬립 계산 모델, 연료 소비량 예측 모델로 구성하
였다. 또한 실제 트랙터를 이용한 포장 작업을 통해 분석하기 어려운 밸래스트 조정,
타이어 공기압, 변속 단수, 엔진 속도, 구동륜의 슬립 등이 연료 소비율, 단위 면적당
연료 소비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요인
시험을 수행하고 요소 조정 기술들의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또한 트랙터를 이용
한 통합 조정 시스템 효과 분석 이전에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트랙터
모델로 활용하도록 한다. 조정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고 요인을 분석하는 내용은 추후
통합 조정 시스템 알고리즘 검증 및 확립 부분에 서술 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 모델
의 검증은 앞서 개발된 통합 계측 트랙터를 이용하여 실제 농작업을 수행하고 시뮬레
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를 비교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트랙터 컴퓨터 시
뮬레이션 모델의 구성을 나타낸 계략도이다. 시뮬레이션 모델에 이용된 트랙터 모델
은 앞서 개발된 통합 계측 시스템 트랙터 구축에 이용된 T623 모델의 성적서 (국립농
업과학원, 2009)를 통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Fig. 3.42 Schematic diagram for tractor computer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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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개발 프로그램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Mathworks (Massachusetts, USA)사의 Matlab R2012b
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제어 시뮬레이션 툴인 Simulink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Simulink는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래밍 툴로써
모델링, 시뮬레이션, 동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 툴
박스이다. 특히 프로그램 모델링 인터페이스가 제어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블록다이어그램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본인의
환경에 맞춰 다양한 설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N통신을 이용한 제어기 개발 및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하여 트랙터 모델의 변수
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터미널 형식의 가상 제어
판을 CAN통신 및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한 제작이 간편한 National instruments
(Texas, USA) 사의 Labview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Labview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
그램 개발 언어로써 센서 및 통신 기반의 시스템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다.
Simulink는 트랙터 모델을 구성하는 엔진, 변속기, 견인 성능 예측 모델, 차축 중량
분포, 작업 부하 예측 모델, 주행 속도 및 슬립 계산 모델, 연료 소비량 예측 모델의
수식 및 연산 알고리즘이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입력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델은 특
정 물리량을 입력 받고 출력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출력되는 값들은 메모리에 저장
된다.
Labview를 이용한 제어 터미널은 Simulink 시뮬레이션 동작 중 하기 힘든 실시간
변수 조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실
시간으로 Simulink를 통하여 계산된 결과들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아래의 Fig. 3.43과
3.44는 Simulink와 Labview를 이용하여 개발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과 제어 터미
널 패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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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Tractor simulation model in Simulink

Fig. 3.44 Control panel terminal in Labview
- 79 -

3.2.3. 엔진 모델

엔진은 트랙터의 작업 및 이동이 가능케 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동력원으로써 트
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엔진은 동력을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그게 맞는 출력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트랙터는 고 토크를 발생시키는 디젤 엔진이 사용된다.
엔진 모델은 사용자 입력인 스로틀 열림량과 엔진의 회전 속도를 입력 받아 토크를
출력하도록 모델링 하였다. 디젤엔진은 스로틀 밸브가 없으므로 여기서의 스로틀 열
림량은 엔진 연료펌프에 부착된 조속기의 연료량을 컨트롤 하는 밸브의 열림 정도를
지칭하며 밸브가 회전하는 각도를 기준으로 회전하지 않았을 때 즉 사용자가 가속페
달을 밟지 않았을 때를 0,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엔진이 무부하 최고 회전수에 도
달했을 때를 100으로 보고 밸브의 회전 각도를 0-100까지 선형적으로 매칭이 되도록
하여 열림량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엔진 모델에 이용된 T623 트랙터 엔진의 전부하 토크 선도를 이용
하여 작성한 엔진 맵을 나타낸 것으로 엔진 속도와 스로틀 열림량에 대하여 토크가
대응되도록 모델링 하였다. 스로틀 열림량에 따른 부분 부하 지점의 곡선을 모델링하
기 위하여 무부하 최고 속도 지점을 기준으로 200 rpm씩 속도가 낮은 지점 6개를 선
택하고 스로틀 열림량을 6개의 지점 중 가장 속도가 낮은 무부하 지점을 10, 최고 속
도 지점을 100으로 설정하여 그 사이를 15씩 등 간격으로 나누어 정격속도에서의 부
분 부하 곡선이 이루는 기울기와 같도록 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6개의 곡선으로 모
델링 하였다. 초기에는 10% 간격씩 총 10개의 부분 부하 곡선을 작성하였으나 너무
많은 데이터 양으로 인하여 그 간격을 넓혀서 다시 모델링 하였다. 스로틀 열림량이
0인 경우에는 아이들 속도인 1000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1130 정도인 최저 속도 무
부하 지점의 경우에는 0이 아닌 10으로 모델링 하였다. 아래의 엔진 맵은 Simulink에
서 제공하는 Look-up Table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하였으며 각각의 스로틀 열
림량에 따른 부분 부하 곡선의 사이 지점은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값을
출력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엔진 모델은 엔진의 실제 거동을 최대한 반영 한 것
으로, 엔진의 부분부하 출력 특성을 최대한 반영 하였다(김수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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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Engine model used in this study
엔진으로부터 출력된 토크는 데이터 흐름에 맞춰 다음 모델인 변속기 모델로 입력
된다. 시뮬레이션이 한 스텝 이루어진 이후 최종적으로 계산된 차륜의 선속도는 슬립
모델을 통해 출력되어 다시 엔진의 회전 속도로 입력되며 계속적으로 이 과정이 반복
되게 하여 초기 조건에 의한 한 번의 스텝이 반복된 이후 연속적으로 계산이 이루어
지는 재귀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엔진의 초기 조건은 1000 rpm으로 T623 모델의
초기 아이들 속도를 입력하였다.

- 81 -

3.2.4. 변속기 모델

변속기 모델은 엔진으로부터 전달된 토크와 회전속도를 입력받아 사용자의 입력 혹
은 변속 알고리즘에 의하여 결정된 변속 단수에 맞추어 토크와 회전속도를 출력하며
전후차축의 동하중 분포에 맞추어 전륜과 후륜으로 각각 토크 배분이 일어나도록 모
델링 하였다. 변속기에서 결정하는 변속비에는 디퍼런셜기어와 최종감속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값으로써 변속기 모델을 통해 출력되는 토크와 회전속도는 전, 후륜
구동차륜에 작용하는 토크와 회전속도와 같다. 변속기 모델을 통해 계산되는 구동륜
의 토크와 회전 속도는 아래의 식과 같다.
  
(3.7)
 













         




     



        

여기서,
 = 출력토크, (  : 엔진  : 전륜  : 후륜) (N.m)
�= 중량분포, (  : 전륜  : 후륜) (%)
 = 변속기의 전동효율
 = 변속단수  에서의 변속비
 �= 회전 속도, (  : 엔진  : 전륜  : 후륜) (rpm)
 = 차륜의 동반경, (  : 전륜  : 후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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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9)
(3.10)

3.2.5. 연료 소비량 예측 모델

연료 소비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연료 소비량 예측 모델은 김수철 (2010)이 개
발한 연료 소비량 예측식을 이용하여 모델을 제작하였다. 연료 소비량 예측식은 트랙
터의 OECD 시험 성적서의 주 PTO 성능 시험 성적을 이용하여 전부하 성능 데이터
와 정격속도의 부분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료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T623 모델의 주 PTO 성능 시험 성적을 이용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연료 소비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료 소비량 예측 모델은 엔진 속도와 출
력의 함수로써, 엔진으로 부터의 출력과 회전 속도를 입력받아 연료 소모량을 출력하
도록 하였다.

Fig. 3.46 Fuel consumption map of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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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견인 성능 예측 모델

견인 성능 예측 모델은 엔진과 변속기를 통하여 구동륜으로 전달된 동력이 토양으
로 얼마나 전달되며 전달된 동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견인동력을 발생시키는지 예
측하는 모델이다. 견인 성능 예측에는 기본적으로 토양 조건, 타이어 및 트랙터 중량
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견인력뿐만 아니라 주행 시 발생하게 되는 차륜의 저항과
슬립등도 견인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터의 견인 성능을 예측하고 예측된 견인력을 이용하여 주행 속
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Brixius (1987)의 식을 이용하였다. Brixius는 견인 성능을 나타
내기 위한 지표로써 슬립과 타이어 변수, 토양 강도(Cone index)의 함수인 주행성 상
수(Mobility number)를 도입하였으며 주행성 상수를 이용하여 구동륜의 견인계수와
차륜 저항을 예측하는 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3.11)



 
   
         
       

  


(3.12)






  

     



여기서,
 = 총 견인계수
 = 총 견인력 (kN)
 = 순 견인계수
 = 순 견인력 (kN)
 �= 무차원 차륜수
 �= 차륜에 작용하는 동하중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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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토양의 원추지수 (kPa)
 = 무부하시 타이어 단면 폭 (m)
�= 무부하시 타이어 직경 (m)
 = 무부하시 타이어 단면 높이 (m)
�= 타이어 변형량 (m)
 = 타이어 슬립 (decimal)
 �

견인 계수는 차륜의 견인력을 차륜에 작용하는 동하중으로 나눈 값으로 토양으로부
터 얻을 수 있는 총 견인력인 총 견인계수와 총 견인력에서 차륜에 작용하는 저항을
뺀 순 견인계수로 나타내었다. 이 때 총 견인계수와 순 견이계수와의 차이가 차륜의
저항이다. 차륜의 운동 저항은 일반적으로 토양 다짐, 차륜 침하, 그리고 토양의 점착
성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차륜의 견인계수와 차륜에 작용하는 동하중의 곱을 이용해
트랙터의 차륜과 토양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토양 추진력을 구하여 견인 성능을 예
측하였다.
예측된 견인 성능은 구동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토양추진력이다. 이에 따
라 엔진으로부터 구동륜으로 전달된 토크가 앞서 구한 토양 추진력 보다 클 경우에는
전달된 토크 중 일부가 손실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측된 견인력과 엔진
으로부터 전달된 구동륜의 토크 중 더 작은 값을 차륜의 견인력으로 결정하였다.
차륜 계수를 구하는데 필요한 타이어 변형량은 타이어 공기압과 타이어의 접지압이
같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식과 Fig. 3.47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타이어의 변형량은 타
이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과 타이어 공기압에 의한 함수로 가정하고 타이어 공기압
과 수직 하중에 따라 변형량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우선 차륜의 공기압과 수직 하중에 의한 접지력이 같다고 가정하면 식 3.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4)


무부하시 차륜의 반경은, 차륜의 변형량과 차륜의 회전 중심과 토양 사이의 수직
거리의 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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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3.16)





   

위의 두 식을 연립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 타이어 공기압 (kPa)
 = 타이어 접지 길이 (m)
 = 타이어 단면 폭 (m)
 = 구동륜의 동하중 (kN)
 = 무부하시 차륜의 반경 (m)
�= 차륜의 동반경 (m)
 = 타이어 변형량 (m)




Fig. 3.47 Tire deformation model for tract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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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농작업 소요 동력 예측 모델

농작업은 크게 쟁기 작업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견인력을 요구하는 고 부하 견인 작
업과 로터리 작업과 같은 PTO동력을 요구하는 작업, 로더 작업과 같은 유압 동력을
요하는 작업, 그리고 운반 작업 같은 경 부하 견인 작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쟁기
작업과 같은 고 부하 견인 작업과 로터리 작업과 같은 PTO작업을 대상으로 농작업
소요 동력 예측 모델을 작성하였다.
견인 작업을 위한 견인력은 작업기의 저항과 토양, 농작물 같은 작업 물의 저항을
이기고 트랙터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수평 방향의 힘으로써 부착 작업기의 형태
와 작업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쟁기와 같은 경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
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견인력이 요구되며 토양의 종류와 작업 깊이 그리고 작업기
의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대로 수확기, 정지기, 파종기 등의 경운 작업 이외
의 경 부하 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작업 속도와 작업 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농작업 소요 동력 중 견인 동력을 예측하기 위한 견인력 예측식은 ASABE Standard
2006 D497.5를 통해 주어진 아래의 수식을 사용하여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상수
들은 Table 3.19에 주어진 값을 이용하였다. 견인 동력은 아래의 수식에 트랙터의 작
업 속도를 곱하여 나타내었다.
(3.17)
          











 

여기서,
 = 예측된 작업기의 견인 부하 (N)
 = 토양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무차원 수 (1=fine, 2=normal,
3=course)
     = 작업기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
 = 작업 속도 (km/h)
 = 작업기의 유효 작업폭 (m)

= 1차경일 경우 경심 (cm) 2차경일 경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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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9 Draft parameters for major tillage implement
Machine
Width Parameter
Implement
unit A B C 
Moldboard Plow
m 652 0.0 5.1 1.0
Disk harrow Tandem
primary tillage
m 309 16.0 0.0 1.0
secondary tillage
m 216 11.2 0.0 1.0
Disk harrow, Offset
primary tillage
m 364 18.8 0.0 1.0
secondary tillage
m 254 13.2 0.0 1.0
Field cultivator
primary tillage
tools 46 2.8 0.0 1.0
secondary tillage
tools 32 1.9 0.0 1.0


Soil
Parameter


0.70 0.45
0.88 0.78
0.88 0.78
0.88 0.78
0.88 0.78
0.85 0.65
0.85 0.65




로터리 작업과 같은 PTO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작업기에서 소모하는 PTO동력과 작업기를 견인하기 위한 견인 동력의 형태로 동시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PTO동력을 이용하는 로터리 작업과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견인력
예측 모델만으로는 농작업에 소요되는 동력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견인
동력뿐만 아니라 PTO로 소모되는 동력을 모델링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운
비토크를 이용한 식 3.18 과 같이 로터리 작업에 의한 PTO 소요 동력을 나타내었으
며, 이때 이용한 경운 비토크를 토양에 따라 Table 3.20와 같이 나타내었다 (김경욱,
2009). 경운 비토크는 각각 경운 단면적 1㎠에 작용하는 토양의 저항 토크로서 토양의
종류와 로터리 작업기의 칼날 형상 등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 로터리 작업에 따른 소요 동력 (kW)
 = 로터리의 경운 단면적 (경심 × 경폭) (㎠)
 = 경운 비토크 (N·m/㎠)
 = 로터리 경운축의 회전 속도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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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Table 3.20 Specific torque for rotavator in various soil conditions
Soil type
Specific draft torque (Nm/cm2)
Sandy loam
0.06 ~ 0.15
Loam
0.15 ~ 0.29
Clay loam
0.25 ~ 0.34
Grass
0.29 ~ 0.39
3.2.8. 트랙터 작업 속도 및 슬립 계산 모델

트랙터의 연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트랙터의 작업
속도와 구동륜의 슬립이다. 트랙터의 작업 속도는 일반적으로 슬립과, 엔진 속도, 그
리고 변속 단수의 영향을 받으며 작업 속도가 빠를수록 단위 면적당 소비하게 되는
연료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구동륜의 슬립은, 구동륜으로 전달된 동력 중 일부가 토
양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여 동력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슬립은 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슬립이 너무 작으면 차륜의 구름 저항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슬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트랙터의 작업 속도는 구동륜의 출력토크, 토양추진력, 구름저항, 견인저항에 의하
여 결정된다. 먼저 엔진과 변속기로부터 구동륜으로 전달된 구동 토크로써 결정한 추
진력과 앞선 식 3.11을 통하여 예측된 토양추진력 중에서 작은 값을 트랙터의 견인력
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견인력에서 견인저항과 구름저항을 뺀 값을 트랙터 질량으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적분하여 식 3.19 에서와 같이 실제 트랙터의 작업 속도를 모델
링 하였다. 이때 견인저항은 식 3.17을 이용하였으며 구동륜의 구름 저항은 식 3.11와
3.12의 차에 구동륜에 작용하는 동하중을 곱하여 결정하였으며 구동륜의 슬립은 식
2.5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때 구동륜의 각속도와 동반경은 변속기 모델들 통하여 출
력되는 후륜의 회전 속도와 동반경을 이용하였다. 구동륜의 슬립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트랙터의 실제 주행 속도 뿐만 아니라 트랙터 휠의 회전 속도를 통한 이론적인 주
행 속도가 필요하다. 트랙터의 이론적인 주행 속도는, 트랙터 휠의 운동을 통하여 식
3.20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트랙터 휠에 작용하는 힘은 휠에 작용하는 저항토크 (운동
저항 + 견인 저항)과 엔진에서 전달된 구동토크와의 차이를 통하여 전체 파워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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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전관성에 의하여 속도의 변화량이 결정되며, 이를 적분하면 트랙터 휠의 회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동륜의 동반경을 곱하게 되면 이론적인 트랙터
주행 속도가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식 2.5를 이용하여 구동륜의 슬립을 계산할 수 있
다.

  


 

(3.19)

  ×  ×      ×   

(3.20)

 × 
   ×    
min  
 




  






여기서,
 = 트랙터의 주행 속도 (m/s)
 = 구동륜의 출력토크 (N.m)
 = 차륜 저항 계수 (decimal)
 = 트랙터의 질량 (kg)
 = 트랙터 파워트레인의 질량관성모멘트 (kg.m2)








3.2.9. 차축 중량 분포 예측 모델

차축 중량 분포를 통하여 차륜에 작용하는 동하중을 예측하는 것은 견인 성능 예측
및 전, 후륜의 토크 배분을 모델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트랙터의 차축 중량 분포
는 견인 부하, 작업 경사, 부가 중량, 작업기 하중, 트랙터에 작용하는 가속도 등에 의
하여 변화한다. 이 때 한쪽 차축에 작용하는 하중 중에서 일부가 다른 차축으로 이동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후 차축의 토크 배분과 견인 계수가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 2.1 ~ 2.3을 이용하여 차축 중량 분포 예측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트랙터가 평지를 작업 한다는 가정 하에 작업 경사를 항상 평지상태로, 트랙터에 작
용하는 가속도는 작업 중 속도 변화가 심하지 않아 트랙터의 무게 중심점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0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작업기의 견인 부하는 예측된 수평 견인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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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작업기의 무게 중심점은, 수평 방향으로는 작업기 장착점인 하부링크 커플
링 지점과 작업기의 말단 지점의 중간 지점으로 하였으며, 수직 방향으로는 경심의
1/2이 되는 지점으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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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3.3.1. 실험 설계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은 통합 조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의 조정 변수들
을 조정함에 따라 각각의 변수 들이 연료 소비율, 연료 소모량, 단위 면적당 연료 소
모량, 슬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향성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변속 단수, 엔진 속도, 작업 부하를 조
정 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조정 변수들을 조정함에 따라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 슬립, 작업 부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요인 분석 시험은 다음 Table 3.21 ~
3.22 와 같이 총 5가지의 변수를 설정하고 작업 부하를 제외한 4가지 변수는 3 수준
으로, 작업 부하의 경우에는 2 수준으로 하여 완전요인배치법에 의하여 총  ×  인
162번의 시험을 수행하여 상관 분석, 분산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밸래스트 조정은, 현재 T623 모델에서 부가 중량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하중 전이
의 최대 폭을 Level 1과 3으로 설정하고 그 중간 값을 Level 2로 설정하였다. 변속 단
수는, 로터리 작업과 쟁기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2~7 km/h 사이의 변속 단수를 설
정하였으며, 엔진 속도는 정격 속도인 2200 RPM과 최대 토크 지점이 1400 RPM, 그
리고 그 중간 지점인 1800 RPM을 설정하였다. 타이어 공기압은 KS 규격에 따른 공
기압을 Level 2로 지정하고 Level 2 의 50 %, 150 %를 각각 설정하였다.


Table 3.21 Simulation conditions of each variables
Level

Weight distribution
(Front:Rear in %)

Transmission gear
(gear ratio)

Engine Speed
(RPM)

1
2
3

45 : 55
49 : 51
53 : 47

L-3 (253.73)
M-2 (122.20)
M-3 (79.43)

1400
18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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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 inflation pressure
(kPa)
Front
Rear
58.6
41.4
117.2
82.7
175.8
124.1

Table 3.22 Work loads for simulation conditions.
Tillage depth for
PTO gear ratio for
plow operation (cm)
rotovating (Gear ratio)
10
4
15
3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대한 검증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개발한 모델이 조정 변수들에 대한 경향성을 얼마나 잘 나타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
서 개발한 통합 계측 시스템 트랙터를 이용하여 실제 포장에서 쟁기,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포장시험
은 2013년 4월 18일에 충남 논산시 상월면에 위치한 논에서 마른논 로터리 작업과 쟁
기작업을 각각 실시하였다. 실험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두 실험 포장
에 대하여 토성, 원추지수,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을
위한 시험 조건은 아래의 Table 3.24 와 같다. 이 때 엔진과 타이어 공기압 조정은 조
정 장치의 분해능으로 인하여 2수준으로 줄여서 시험 하였다. 실험 조건은 완전요인
배치법에 의한 162 가지 중 랜덤하게 조건 8가지를 추출하였으며 작업 부하를 제외한
4가지의 변수들이 최대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을 조정하였다. 작업 부하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조건에서 제외하였다.
토양의 수분 함량은 오븐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용적이 동일한 토양 시료 캔
에 의해 수집된 토양 샘플의 무게를 측정하고 105℃의 드라이오븐에서 16시간을 건조
시킨 후 무게를 다시 측정하여 그 감량을 건토에 대한 %로 나타내었다.
토양의 종류는 미농무성법 (USDA)에 따라 분류하였다. 건조된 토양 샘플을 분쇄하
여 표준 망채를 이용하여 자갈, 모래, 미사, 점토의 각 함량을 측정하고 토성 삼각도
로부터 토성을 분류하였다. 시험 토양의 특성은 Table 3.23와 같다.
토양의 원추 지수는 Table 3.15의 원추 관입 시험기를 이용하여 30mm/s의 토양 관
입 속도를 유지하여 실험 포장 내에 임의의 10곳을 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2.5cm 간
격으로 30cm 깊이까지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평균처리 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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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Soil properties of experimental fields
Moisture
Cone index by depth (kPa)
Soil
Plot type content 0 cm 5 cm 10 cm 15 cm 20 cm 25 cm
(%)
Paddy Loam
38.9
201 615 732 735.2 1485.2 2425.1
field
Table 3.24 Field operation conditions
Wheel load Transmission Engine
Case (Front:Rear
gear
Speed
in %)
(gear ratio) (RPM)
1
45 : 55 M-2 (122.20) 2200
2
45 : 55
M-3 (79.43) 1400
3
49 : 51
L-3 (253.73) 1400
4
49 : 51
M-3 (79.43) 2200
5
53 : 47
L-3 (253.73) 1400
6
53 : 47
M-3 (79.43) 2200
7
53 : 47 M-2 (122.20) 2200
8
53 : 47
M-3 (79.43) 1400

Tire inflation pressure
(kPa)
Front
Rear
117.2
82.7
117.2
82.7
175.8
124.1
175.8
124.1
117.2
82.7
117.2
82.7
175.8
124.1
175.8
124.1

밸래스트 조정은 313.92 N의 무게 추 8개를 이용하여 트랙터 전방에 부착하는 방식
을 이용하였으며 총 3수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타이어 공기압은 KS M 6752를 통
하여 주어진 공기압-하중 대응표를 이용하여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트랙터 타이어 공
기 주입기를 이용해 공기압을 조절하였다.
엔진 속도는 트랙터 안전 캡 내부에 있는 스로틀 레버를 조정하여 엔진 속도를 조
절하였으며 작업 시작 전에 원하는 엔진 속도를 설정한 이후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합 계측 트랙터를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는 작업 소요 동력, 엔진 출력, 작업 속
도, 연료 소비량, 연료 소비율, 단위 면적당 연료 소비율로 나타내었다. 계측 데이터는
작업 시작 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부하 변동이 없고 작업이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
을 때의 값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데이터들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작업 구간은 시험 포장 (50 m × 100 m)의 장 방향에 대하여 2회 왕복 시험
(100m × 2) 을 실시하였으며, 100m의 작업 구간 길이 중 방향 전환, 작업기 상승 하
강 구간은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작업 경심은 각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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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심을 나타내었으며, 작업 중 부하변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기를 잠시 들어
이동한 후 다시 경심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작업에 사용된 로터리는 경폭 1800 mm의 C형 칼날을 장착한 로터리를 이용하였으
며 쟁기는 경폭 1810 mm의 6련 이랑 쟁기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로터리와 쟁기의 자
세한 제원은 Table 3.25과 같으며 Fig 3.48은 트랙터에 장착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25 Specifications of the implements used in the study
Specification
Item
Rotary
Mold board plow
Length × Width × Height 970 × 2035 × 1130 2140 × 1805 × 1165
(mm)
Weight (N)
4326.21
3737.61
Type
Trailed
Mounted
Plowing width (mm)
1800
1810
Center of resistance from rear
1318
1583
axle (mm)

Fig. 3.48 Implements attached to the test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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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검증 시험 결과 및 분석

시뮬레이션 모델은 통합 조정 시스템의 조정 변수들의 변화가 연료 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명하고 트랙터를 이용한 실차 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통합 조정 시스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트랙
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합 조정 시스템의 여러 가지 조정 변수들
의 변화에 따라 트랙터의 연료 효율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검증시험 결과는 아래의 Table 3.26, 3.27과 같다. Table 3.26은 로터리 작업에 따른
결과 값을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Table 3.27은 쟁기
작업에 따른 결과를 실제 시험 데이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출력한 데이터
의 차이를 %로 표시하여 비교한 표이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트랙터 포장시험의 결과는 로터리 작업, 쟁기 작업 모두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로터리 작업에서는 PTO 출력, 엔진 출력이 각각 0.09
∼9.05%, 0.14∼7.33%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PTO 출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된 토
양의 비토크 값은 Loam 토양의 0.29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엔진 출력과 PTO 출력
모두 10% 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그 경향성 또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
업 속도의 경우에는 대략 0.17 ∼ 7.83 %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큰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작업 속도는 구동륜의 슬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변수이며 작업 속도의
예측 결과가 큰 오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 차륜의 슬립
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료 소비량, 연료 소비율
(SVFC), 단위 면적당 연료 소비량 (FCA)의 경우에는 시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
이터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0.55 ∼ 9.78 %의 오차를 나
타내었으며, 이는 연료 소모량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트랙터의 연료 소모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엔진 출력 변화에
따라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연료 소모
량 또한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0.14
∼ 17.22 %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예측된 2가지의 변수(작업 부하, 연료 소모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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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 값의 오차가 더 증폭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작업 능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0.55 ∼ 9.78%의 오차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값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변수들의 변화에
의한 경향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26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simulated values of rotary operation
PTO power (kW) Error Engine power (kW)
Case Measured
Simulated (%) Measured Simulated
1
25.67
25.64 0.09 38.07
35.28
2
15.41
15.74 2.14 24.13
23.84
3
14.72
14.78 0.35 18.14
18.89
4
24.80
27.05 9.05 42.76
42.19
5
17.66
17.08 3.26 21.67
21.54
6
27.48
28.42 3.44 44.09
44.15
7
25.13
25.58 1.81 38.28
37.21
8
14.90
15.58 4.51 24.34
25.53
Fuel
consumption
(L/h)
SVFC
(L/kWh)
Error
Case Measured Simulated (%) Measured Simulated
1
13.25
12.16 8.20 0.47
0.47
2
6.92
7.00
1.22 0.46
0.44
3
5.40
5.83
8.13 0.39
0.39
4
14.25
13.69 3.96 0.61
0.51
5
6.42
6.46
0.72 0.40
0.38
6
14.17
14.09 0.55 0.54
0.50
7
13.42
12.62 5.96 0.59
0.49
8
6.73
7.39
9.78 0.47
0.47

Error Vehicle speed (km/h)
(%) Measured Simulated
7.33 4.06
4.02
1.23 3.79
3.80
4.08 1.13
1.14
1.35 5.81
5.94
0.61 1.09
1.11
0.14 5.40
5.88
2.79 3.77
3.88
4.88 3.48
3.64
FCA (L/ha)
Error
(%) Measured Simulated
0.15 18.07
16.71
3.34 10.09
10.19
0.62 26.57
28.31
17.22 13.57
12.74
5.26 32.90
32.25
8.93 14.54
13.24
15.71 19.72
17.99
0.14 10.73
11.23

Error
(%)
0.82
0.17
0.63
2.00
1.37
7.83
2.39
3.90
Error
(%)
8.20
1.22
8.13
3.96
0.72
0.55
5.96
9.78

쟁기 작업에서는 PTO 동력이 아닌 견인 동력을 예측하였으며 로터리 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10%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견인동력을 계산하기 위한 견인력은 실제 측
정값과 시뮬레이션 값이 2.17 ∼ 6.60 %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
해 견인 동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엔진 출력의 경우에는 0.62 ∼ 5.00
%로 매우 정확한 값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정 변수들의 변화에 의한
경향성을 완벽하게 나타내었다. 슬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 속도의 경우에는 2.12
∼ 9.46 % 정도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역시 앞선 엔진 출력과 마찬 가지로 조정 변
수의 변화에 따른 경향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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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모량은 1.04 ∼ 10.90%의 오차
를 나타내었으며 저 출력 범위에서 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1.17 ∼ 9.82 %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로터리 작업에 비하여 훨씬 높은 정
확도를 나타내었다.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은 0.38 ∼ 9.05 %의 오차를 나타내었으
며 조정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경향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뮬
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충분히 연료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49 ~ 3.51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뮬레이
션 결과와 측정값 사이의 오차가 10 % 이내로 매우 준수한 수준이지만 정확성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경향성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지도 모델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아래의 그림들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재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요소 변수들
의 변화에 따른 연료 효율 평가 지표에 대한 경향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3.49 Comparison FC value between measured and s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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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0 Comparison SVFC value between measured and simulated

Fig. 3.51 Comparison FCA value between measured and s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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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simulated values of plow operation
Case
1
2
3
4
5
6
7
8
Case
1
2
3
4
5
6
7
8

Draft force (N)
Measured Simulated
10790.85 11039.66
10456.81 10989.68
9393.42 10013.11
12055.92 12533.54
10467.04 10015.19
12166.65 12589.81
11367.27 11120.19
10593.67 10989.30
Fuel consumption (L/h)
Measured Simulated
8.29
8.21
5.35
5.58
2.35
2.58
11.79
11.25
2.32
2.57
11.15
11.29
8.51
8.15
5.29
5.53

Error Engine power (kW) Error Vehicle speed (km/h)
(%) Measured Simulated (%) Measured Simulated
2.31 18.04
18.87 4.63
3.89
3.81
5.10 18.68
17.79 4.75
3.41
3.63
6.60 5.24
5.21
0.62
1.04
1.14
3.96 32.88
31.45 4.35
6.22
5.81
4.32 5.32
5.19
2.47
1.21
1.27
3.48 31.07
31.61 1.75
6.37
5.88
2.17 17.95
18.63 3.81
4.25
3.95
3.73 18.74
17.81 5.00
3.69
3.82
FCA (L/ha)
Error SVFC (L/kWh) Error
(%) Measured Simulated (%) Measured Simulated
1.04 0.71
0.70
1.17 11.50
11.89
4.28 0.54
0.50
6.82
8.94
8.50
9.60 0.87
0.82
6.07 12.68
12.54
4.51 0.57
0.56
1.73 10.66
10.70
10.90 0.66
0.73
9.82 10.74
11.17
1.26 0.52
0.55
6.12
9.74
10.62
4.21 0.63
0.67
5.59 11.09
11.41
4.52 0.49
0.47
2.56
7.96
8.00

Error
(%)
2.12
6.49
9.46
6.54
5.55
7.79
7.26
3.40
Error
(%)
3.42
4.96
1.08
0.38
3.96
9.05
2.86
0.49

시뮬레이션 모델은 쟁기 작업과 로터리 작업에 의한 결과와 10% 내외의 오차를 보
이며 매우 유사한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한 연
료 소모량, 견인 동력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통합 조정 시스템의 조정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통합 조정 시스템 알고
리즘을 확립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52 ∼ 3.55은 로터리 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엔진 속도와 스로틀 열림량을 트
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한 후의 결과 값 PTO 동력, 트랙터 속도, 엔진 토크 와
연료 소모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포장시험 결과 값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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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 Simulated and measured value comparison of PTO power

Fig. 3.53 Simulated and measured value comparison of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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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 Simulated and measured value comparison of fuel

Fig. 3.55 Simulated and measured value comparison of engine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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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합 조정 알고리즘 개발
3.4.1.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알고리즘 개발

통합 조정 시스템은 밸래스트를 이용한 차축 중량 분포, 타이어 공기압, 엔진 속도,
변속 단수 조정 및 슬립 조정 기술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트랙터의 연료 효율을 높이
고 작업에 소모되는 연료의 양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조정 시스템
의 요소 기술들을 조정함에 따라 트랙터의 연료 소비율과 연료 소모량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구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필드 실험을 통하여 통합 조정 시
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기술들의 조정 효과 및 조건들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실제 필드시험에서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매우 많으며 이것들을 모두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이 많이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발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쟁기 작업, 로터리
작업 수행 시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엔진 속도, 변속 단수, 작업 부하를 조정하여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 슬립,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작업별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완성하도록 한다.
3.4.1.1. 요인 실험 설계

통합 조정 시스템의 조정 변수는 밸래스트 조정을 통한 차축 중량 분포, 타이어 공
기압, 엔진 속도, 변속 단수, 구동륜의 슬립이다. 이 중 구동륜의 슬립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요소 조정 기술들을 이용하여 슬립을 조정 하여야
한다. 각각의 조정 변수들은 농작업의 종류와 수행 정도에 따라 그 조정 방법이 달라
져야 하며 각각의 작업수행 시 변수들을 조정함에 따라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구명하여야 한다. 특히 앞선 농작업 실험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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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많은 변수들이 트랙터 작업의 연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향성을 찾아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발한 트랙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밸래스트 조정, 타이어 공기압, 엔
진 속도, 변속 단수, 작업 부하를 조정하였을 때 각 농작업 종류에 따라 연료 소모량
(Fuel consumption, FC), 연료 소비율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SVFC),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uel consumption per unit area, FCA), 구동륜의 슬립에 미
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과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회귀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농작업에 따른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단위 면적당 연
료 소모량에 대한 선형 회귀 모델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선형 회귀 모델은 요소 기술
들을 구성하는 조정 변수들의 범위를 설정 하고 각각의 작업 종류에 따른 연료 효율
을 높이기 위한 통합 조정 시스템 알고리즘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운반 작업의 경우
에는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 필드 시험을 수행하였다. 상관
분석, 분산 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엔진 속도,
변속 단수 4개의 변수들은 동일한 간격으로 3 수준을 설정하고, 작업 부하의 경우에
는 2 수준을 설정하여 완전 요인 배치법에 의하여 총  ×  번의 실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밸래스트 조정은 트랙터 전방에 부착된 32kgf인 8개의 무게 추를
0, 4, 8개의 순으로 부착하여 조정하였으며, 타이어 공기압은 KS 규격에 따른 차축 중
량 분포에 맞춘 공기압을 기준 삼아 그 공기압의 50%, 150%로 설정하였다. 변속 단
수의 경우에는 엔진 정격 속도에서의 주행 속도가 L-3단의 경우에는 2.17 km/h, M-2
단의 경우에는 4.51 km/h, M-3단의 경우에는 6.94 km/h 로써 로터리 작업과 쟁기 작
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로 하였으며 각각의 속도의 차이가 등 간격을 이루
도록 하였다. 엔진 속도는 최대 토크 지점인 1400 rpm과 정격 속도 지점인 2200 rpm
사이를 2등분 하여 1400, 1800, 2200 rpm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실제 작업 시 작업
부하의 조정이 어려운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PTO 변속기어를 조정 하였으며 쟁기
작업은 작업 경심을 조정하였다. Table 3.28는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엔진 속도,
변속 단수의 조정 값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3.29은 작업 부하와 PTO 단수를 나타
낸 것이다. 모든 실험은 95 %의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 104 -

Table 3.28 Variations of control parameters for computer simulation
Ballast weights for Transmission Engine
Tire inflation
Case weight distribution
gear
Speed pressure (kPa)
(N) (F : R, %)
(gear ratio)
(RPM) Front Rear
1
0 (45 : 55)
L-3 (253.73)
1400
58.6 41.4
2
1255.68 (49 : 51) M-2 (122.20)
1800
117.2 82.7
3
2511.36 (53 : 47) M-3 (79.43)
2200
175.8 124.1
Table 3.29 Work loads for computer simulation
Case
Work depth for plow (cm)
1
10
2
15

PTO gear (Gear ratio)
4
3

3.4.1.2. 상관 분석

Table 3.30은 쟁기 작업 시의 통합 조정 시스템의 종속 변수인 연료 소모량(FC),
연료 소비율(SVFC),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 슬립(Slip)과 조정 변수이자 독
립 변수인 스로틀 열림량에 따른 엔진 회전 속도(Th), 변속비(G), 밸래스트 조정(Ba),
타이어 공기압(Ti) 그리고 작업 부하(D)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분석 결과 연료 소모량(FC)의 경우에는 작업 부하(D, r=0.24578), 변속비(G,
r=-0.6673), 엔진 회전 속도(Th, r=0.63957)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밸래스트
(Ba) 조정과, 타이어 공기압(Ti)은 연료 소모량에 있어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의 경우에는 작업 부하(r=0.7084), 변속비
(r=0.5182), 엔진 회전 속도(r=0.42876)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밸래스트 조정
과 타이어 공기압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연료 소모량에 비해
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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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lowing operation between
the variables (p-values)
D
Ba
Ti
G
Th
0.24578 0.00979 0.01028 -0.6673 0.63971
FC
(0.0016) (0.9016) (0.8967) (<.0001) (<.0001)
0.7084 -0.04625 0.05895 0.5182 0.42876
FCA (<.0001)
(0.559) (0.4562) (<.0001) (<.0001)
-0.05066 0.06675 0.8567 0.40584
SVFC -0.05596
(0.4794) (0.5221) (0.3987) (<.0001) (<.0001)
0.9132 -0.15079 0.1113 -0.23846 0.13621
Slip
(<.0001) (0.0555) (0.1585) (0.0022) (0.0839)
연료 소비율에 경우에는 변속비(r=0.8567)와 엔진 회전 속도(r=0.40584)가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구동륜의 슬립은 작업 부하(r=0.9132), 변속 비(r=-0.23846), 밸래
스트 조정(r=-0.15079)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종속 변수들에 비해 대
부분의 독립 변수들과 약하게나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높
게 나타난 변수들의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변수들에 대하여 가능한 조합을 이용해 선형 회귀 모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31은 로터리 작업 시의 통합 조정 시스템의 종속 변수인 연료 소모량(FC),
연료 소비율(SVFC),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과 조정 변수이자 독립 변수인
스로틀 열림량에 따른 엔진 회전 속도(Th), 변속 비(G), 밸래스트 조정(Ba), 타이어
공기압(Ti), 경운 속도비(Pr) 그리고 PTO 변속 비(PG)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여기서 로터리 작업 중 구동륜의 슬립이 매우 작거나 심지어 음수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연료 소모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슬립은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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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rotavating operation between the
variables (p-values)
PG
Ba
Ti
G
Th
Pr
0.00399 0.00424 -0.04915 0.96779 0.01775
FC -0.20746
(0.008) (0.9598) (0.9573) (0.5346) (<.0001) (0.8226)
0.00018 0.00614 0.9775 0.09291 0.98571
FCA -0.16043
(0.0414) (0.9982) (0.9382) (<.0001) (0.2396) (<.0001)
0.54772
0
0.02002 -0.38363 0.67416 -0.50512
SVFC (<.0001)
(1)
(0.8003) (<.0001) (<.0001) (<.0001)
분석 결과 연료 소모량(FC)는 PTO 변속비(PG, r=-0.20746), 엔진 회전 속도(Th,
r=0.96779)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에는 상관관계
가 매우 낮았다.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의 경우에는 경운 속도비(r=0.98571),
변속 비 (r=0.9775)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선 실험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TO 변속비(-0.16043)와 엔진 회전 속도(r= 0.09291)은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소비율(SVFC)의 경우에는 PTO 변속
비(r=0.54772), 변속 비(r=-0.38363), 엔진 회전 속도(r=0.67416), 경운 속도비
(r=-0.50512)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밸래스트 조정
과 타이어 공기압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1.3. 분산 분석

Table 3.32는 쟁기 작업의 종속 변수들인 연료 소모량(FC), 연료 소비율(SVFC), 단
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 슬립(Slip)에 대하여 독립 변수들인 작업 부하(D), 밸래
스트(Ba), 엔진 회전 속도(Th), 변속 비(G), 타이어 공기압(Ti)의 변화가 유의한지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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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F-value of ANOVA test for plow operation simulation (P-value)
Dependant Ballast Tire inflation
Gear
Engine Work load
Variables (Ba) pressure (Ti) ratio(G) speed (Th)
(D)
0.19
0.24
995.21
838.65
245.62
FC
(0.8231)
(0.7876)
(<.0001) (<.0001) (<.0001)
5.71
10.82
694.88
472.68
2538.93
FCA
(0.0041)
(<.0001)
(<.0001) (<.0001) (<.0001)
2.38
4.57
648.37
148.4
5.53
SVFC (0.0962)
(0.0119)
(<.0001) (<.0001) (0.0200)
40.92
23.3
123.81
33.38
2987.2
Slip
(<.0001) (<.0001)
(<.0001) (<.0001) (<.0001)
분산 분석 결과 연료 소모량(FC)의 경우에는 변속 비(<.0001), 엔진 속도(<.0001),
작업 부하(<.0001)에 대하여 95%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한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유
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의 경우에는 5가지
변수 모두에 대하여 5% 유의 수준에 대해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변속비와 엔진 속도, 그리고 작업 부하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료 소비율
(SVFC)의 경우에는 변속 비, 엔진 속도의 경우에는 P-value가 0.001보다 작아 5% 유
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이어 공기압과 작업 부하
의 경우에는 P-value가 각각 0.0119과 0.0200으로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적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립(Slip)의 경우에는 5가지의 독립 변수 모두 P-value
가 0.0001보다 작아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적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쟁기 작업의 경우 견인 부하의 변동이 크고 견인 부하의 크기 변동에 영향을 미
치는 하중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와 작업 부하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33는 로터리 작업의 종속 변수들인 연료 소모량(FC), 연료 소비율(SVFC),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에 대하여 독립 변수들인 작업 부하(D), 밸래스트(Ba),
엔진 회전 속도(Th), 변속 비(G), 타이어 공기압(Ti)의 변화가 유의한지에 대한 유의
성 검정을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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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F-value of ANOVA test for rotavating operation simulation (P-value)
Dependant Ballast Tire inflation
Gear
Engine Work load
Variables (Ba) pressure (Ti) ratio(G) speed (Th)
(D)
0.07
0.08
10.44
4013.30
369.16
FC
(0.9340)
(0.9202)
(<.0001) (<.0001) (<.0001)
0
0.32
7358.3
68.13
396.4
FCA
(0.9996)
(0.7272)
(<.0001) (<.0001) (<.0001)
0.02
0.66
168.27
476.54
618.42
SVFC (0.9848)
(0.5192)
(<.0001) (<.0001) (<.0001)
분산 분석 결과 연료 소모량(FC)는 로터리 작업 시 작업 부하(D), 엔진 회전 속도
(Th), 변속비(G)에 대하여 P-value가 0.0001보다 작아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연료 소모량은 엔진에 작
용하는 부하와 엔진속도와 같은 운전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밸래스트와
타이어 공기압은 엔진의 운전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의 경우에는 엔진 속도(Th), 변속비(G), 작업 부하
(D)에 대하여 P-value 가 0.0001보다 작아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도 작업 부하(D)와 엔진 속도(Th), 변속
비(G)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 밸래스트
조정과 타이어 공기압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인 로터리 작업의 경우, 대부분의 동력이 PTO를 통하여 직접 빠져 나가게 되며, 작업
기를 끌거나 트랙터를 끌고 나가는 견인 부하는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른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슬립이 음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때, 작업기가 트랙터를 밀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로터리의 회전 속도와 트랙터의 주행 속도를 잘 맞춰 주어 견인 저
항을 최소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충
하도록 하겠다.
상관 분석과 분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1) 연료 소모량(FC)의 경우 쟁기 작업은 변속 비, 엔진 회전 속도, 작업 부하의 변
동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엔진의 운전 영역의 영향을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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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연료 소모량의 경우 위의 세 가지 변수를 조정하여 엔진의 운전 영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은 엔진 속도와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변속기, 엔진 회전 속도, 작업
부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로터리 작업 또한 엔진의 운전 영역을 조
절하여 연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운 속도비와 엔진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의 경우 쟁기 작업은 밸래스트 조정, 타이어 공
기압, 변속 비, 엔진 속도, 작업 부하 모두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
는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은 작업 속도와 연료 소모량, 작업 부하에 대하여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은 연료 소모량(FC) 와 마찬가지로
작업 부하, 변속비, 엔진 속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변속 단수와 작
업 부하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료 소비율(SVFC)은 쟁기 작업시 타이어 공기압, 변속 비, 엔진 속도, 작업 부
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앞선 결과와 마찬
가지로 변속비, 엔진 회전 속도, 작업 부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료 소비율은 작업 부하와 엔진 사용 영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작업 부
하와 사용 영역을 조절함으로써 연료 소비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슬립의 경우 쟁기 작업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변속비, 엔진 속도, 작업 부하 모두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중 작업 부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4.1.4. 회귀 분석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
량, 슬립과 같은 종속 변수들에 대하여 각각의 작업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독립
변수들을 이용해 아래의 식 3.21과 같은 형태의 다중 선형 회귀모델을 작성하였다. 이
때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독립 변수의 개수는 앞선 분산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변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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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      ×    

여기서,
 = 종속 변수, 연료 소모량 (L/h), 연료 소비율 (L/kWh), 단위 면적
당 연료 소모량 (L/ha), 슬립 (decimal)
 = 절편
 = 독립변수  에 대한 계수
 = 독립변수, 밸래스트 (EA), 타이어 공기압 (%), 변속비 (decimal),
엔진 회전 속도 (rpm), 작업 부하 (cm), 속도비 (decimal).
 = 오차










Table 3.34는 쟁기 작업과 로터리 작업의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단위 면적당
연료 소비량, 슬립에 대한 다중 선형 회귀 모델 식3.21의 계수와 t-value, 등을 나타낸
표이다.
Table 3.34 Parameter estimate of the regression model for plowing operation
(t-value)
Variable Operation
FC
FCA
SVFC
Slip

Plow
Rotary
Plow
Rotary
Plow
Rotary
Plow



-14.0493
(-24.23)
0.7646
(3.03)
1.04131
(1.05)
60.8165
(76.02)
0.66438
(25.18)
0.1658
(30.96)
-1.6089
(-0.8)

Tire Transmission Engine
Ballast inflation
adjustment pressure
gear
speed
1.21728 0.00606
(29.04)
(27.79)
0.07229 0.00741
(4.62)
(90.96)
-0.05039 0.00514
-1.0842 0.00467
(-2.87)
(3.66)
(-32.11) (26.59)
-6.04394 0.00299
(-121.97) (11.59)
0.000207 -0.06393 0.00016
(2.73)
(-35)
(16.58)
-0.00512 0.00005
(15.44)
(27.09)
-0.28727 0.01696
-0.02
0.00259
(-7.99)
(5.9)
(-12.6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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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ad
0.30435
(10.68)
-1.03741
(-19.51)
1.00844
(43.93)
-3.37198
(-20.02)
-0.00284
(-2.29)
0.02481
(22.01)
0.02273
(48.4)

R2
0.91
0.98
0.96
0.99
0.90
0.90
0.94

각각의 종속 변수들에 대한 회귀 모델은 결정 계수R2 가 0.90 ~ 0.99까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소모량,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 그리고 연료 소비율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변수들을 감소 시켜야 하며, 반대로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변수들을 증가 시켜야 한다. 쟁기 작업의 연료 소모량(FC)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변속단수를 낮추고, 엔진 속도를 낮추며, 작업 경심 또한 감소
시켜야 한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변속단수를 낮추고, 엔진 속도를 낮추며, PTO
변속비는 증가 시켜야 한다. 이는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작업 부하와
엔진의 회전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
다. 연료 소모량은, 작업 부하와 작업 시간의 영향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경부하로
일정 시간을 작업해야하는 경우에는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수들을 조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
수행 시, 전방 밸래스트 중량과 변속 단수를 증가시키며, 타이어 공기압, 엔진 회전
속도, 작업 부하를 감소 시켜야 한다. 이는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 작업 속
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슬립을 감소시
키는 방향으로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도한 슬립을 줄이고 작
업 속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의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을 줄
이는 방향으로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로터리 작업
의 경우에는 PTO 감속비와 변속 단수를 증가 시키고, 엔진 속도를 낮춰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 속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엔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SVFC)의 경우 쟁기 작업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과 엔진 속도
를 감소시키고, 변속단수와 작업 부하를 증가 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
업 속도뿐만 아니라, 작업 부하도 함께 증가 시켜야 하는 것으로, 작업 부하가 일정
수준에 도달 하여야지만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슬립이 일정 범위에 있고 엔진이 전부하 영역에 가깝게 운전하여야 효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변속단수를 증가시키고 엔진 속도
와 PTO 변속비를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엔
진의 전부하 영역에 가깝게 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조정 범위 내에서는
작업 부하를 높이는 것이 더 전부하 영역에 가까이 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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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 경우에는 쟁기작업에서만 영향이 있어 쟁기작업에서만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밸
래스트를 늘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줄이고, 변속 단수를 높이고, 엔진 속도를 낮추고,
작업 부하를 감소 시켜야 한다.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한 조정 변수들의 조정 방법에 따른 연료 소모 평가 지표 개
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의 Table 3.35와 같은 실험 조건을 이용해 연료 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실험 조건은 , Table 3.28과 Table 3.29의 변수 범위 내에
서 설정하였으며, 조정 방법에 따라 가장 연료 효율 평가 지표를 절감할 수 있는 조
건(1번)과 그 반대의 조건(2번)을 설정하여 연료 소모량(FC),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
량(FCA), 연료 소비율(SVFC)에 대하여 그 절감효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35 Operational condition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strategy
Fuel
Ba
efficiency Opera
(F:R
tion in %)
model

FC
FCA
SVFC

P
R
P
R
P
R

Ti
(kPa, F:R)

G
(ratio)

L-3 (253.73)
M-3 (79.43)
L-3 (253.73)
M-3 (79.43)
53: 47 58.6 : 41.4 M-3 (79.43)
45: 55 175.8 : 124.1 L-3 (253.73)
M-3 (79.43)
L-3 (253.73)
58.6 : 41.4 M-3 (79.43)
175.8 : 124.1 L-3 (253.73)
M-3 (79.43)
L-3 (253.73)

Th
(RPM)

1400
2200
1400
2200
1400
2200
1400
2200
1400
2200
1400
2200

D (cm for
plow, PTO Conditions
gear ratio
for rotary)

10
15
4
3
10
15
4
3
15
10
3
4

FC1P
FC2P
FC1R
FC2R
FCA1P
FCA2P
FCA1R
FCA2R
SVFC1P
SVFC2P
SVFC1R
SVFC2R

Table 3.36은 절감 효과를 나타낸 표이다. 쟁기 작업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연
료 소모량에 있어서 최고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사이에 81.31%와 58.91%의 연료
소모량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연료 소모량 감소를 위한 조건의 경우 다른 지표가 개
선된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단위면적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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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 61.06%, 로터리 작업 75.66%의 개선 효과를 보였으
며,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쟁기작업, 51.97%, 로터리 작업 28.62%의 개선 효과를 보
였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 조정 방법에 따른 감소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로터리 작업은 다른 조정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슬립의 경우는 쟁기 작업에서만 유효하여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Table 3.36 Reduction of fuel consumption by the best strategy
Conditions
FC1P
FC2P
FC1R
FC2R
FCA1P
FCA2P
FCA1R
FCA2R
SVFC1P
SVFC2P
SVFC1R
SVFC2R

FC
(L/h)
2.70
14.46
5.37
13.07
5.91
6.80
5.91
12.19
7.58
5.85
6.54
11.18

FCA
(L/ha)
12.47
16.61
23.09
11.13
8.75
22.47
8.01
32.90
12.83
16.90
28.55
9.41

SVFC
(L/kWh)
0.681
0.518
0.375
0.433
0.436
0.809
0.416
0.401
0.436
0.908
0.348
0.488

FC
-81.31
-58.91
-13.05
-51.52
29.67
-41.48

Variation (%)
FCA
SVFC
-24.95
31.52
107.51
-13.24
-61.06
-46.16
-75.66
3.60
-24.10
-51.97
203.53
-28.62

3.4.1.5. 운반 작업 요인 분석

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쟁기 작업과 로터리 작업에 비하여 변수를 통제하기 쉬운 장
점이 있으며, 장소에 대한 제한이 적으며, 부하를 조절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이에 따
라 운반 작업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요인 분석 실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
용하지 않고 실제 차량실험으로 대체 하였다.
운반 작업의 연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요인 실험은 앞선 쟁기와
로터리 작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과 마찬가지로,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변속
단수, 엔진 회전 속도로 지정하였으며, Table 3.37와 구성하였다. 운반 작업의 작업부
하는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험 요인에서 제외 하였다. 이 때 실험
4개의 변수에 대한 3수준을 이용하여 실험 할 경우 총 81번의 실험을 수행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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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관계로, 운반 작업에서는 완전 요인 배치법이 아닌 일부 시행
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을 이용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일부 시행법이란 각각
의 요인들에 의한 고차항의 교호작용을 무시하고 각각의 요인들의 주 효과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 방법을 축소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 27번씩 2번에 걸쳐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3.37은 일부 시행법에 따른 실험 설
계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37 Experimental conditions of transporting operation.
inflation Gear step Engine speed
Case Ballast (EA) Tire
pressure (%)
(rpm)
1
0
50
L-3
1400
2
0
50
M-2
1800
3
0
50
M-3
2200
4
0
100
L-3
1800
5
0
100
M-2
2200
6
0
100
M-3
1400
7
0
150
L-3
2200
8
0
150
M-2
1400
9
0
150
M-3
1800
10
4
50
L-3
1800
11
4
50
M-2
2200
12
4
50
M-3
1400
13
4
100
L-3
2200
14
4
100
M-2
1400
15
4
100
M-3
1800
16
4
150
L-3
1400
17
4
150
M-2
1800
18
4
150
M-3
2200
19
8
50
L-3
2200
20
8
50
M-2
1400
21
8
50
M-3
1800
22
8
100
L-3
1400
23
8
100
M-2
1800
24
8
100
M-3
2200
25
8
150
L-3
1800
26
8
150
M-2
2200
27
8
150
M-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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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한 통합 계측 트랙터는 앞서 개발된 T623 통합 계측 트랙터를 이용하였
으며, 시험은 수원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실험 목장에서 2012년 10월 12일, 19일 이틀
에 걸쳐서 진행 하였다.
운반 작업 시 작업 하중은 1.5톤으로 설정하였고, 25kg 사료 포대를 사용하여 하중
을 설정하였다. 실험은 경사가 없는 농지에서 시행되었고, 27개의 실험 모두 같은 경
로에서 실험하였으며, 50m 길이의 직선 주로를 왕복하여 값을 측정하였다. 각 실험은
평균적으로 약 100초 동안 시행되었다.
여러 계측 시스템을 통해, 엔진 RPM, PTO RPM, 각 바퀴의 RPM과 작용 토크, 엔
진 유량, GPS 속도, PTO 토크, 엔진 파워, 견인력 등 총 23개의 값들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들을 실험 시간에 대해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 Fig. 3. 56과 같이 트랙터
가 출발하고 정지했던 구간인 처음과 끝에 Unsteady 구간이 존재하였다. 각 실험의
대푯값 설정을 위해 Steady한 구간만을 잘라내어 평균값을 구하여 이용하였다. 측정
된 결과는 연료 소모량(FC), 연료 소비율(SVFC), 슬립(Slip) 그리고 연비(L/km)로 나
타내었다.

Fig. 3.56 Front left wheel speed of transport operation.

- 116 -

3.4.1.6. 운반 작업 실험 결과 및 분석

Table 3.38은 운반 작업의 결과를 이용하여 연비(Lpk), 연료 소모량(FC), 연료 소비
율 (SVFC), 슬립(Slip)과 밸래스트 (Ba), 타이어 공기압 (Ti), 변속비(G), 엔진 속도
(Th)에 대한 상관 분석을 한 결과이다.
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면적이 아닌 단위 연료당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인 연비
(L/km)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연비(Lpk)는 변속 단수(G, r=0.77281)와 엔진 회전 속도
(Th, r=0.57595)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밸래스트(Ba)와 타이어
공기압(Ti)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도 변속 단수(r=0.72024)
와 엔진 회전 속도(r=0.60981)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연료 소모량의 경
우에는 엔진 회전 속도(r=0.91949)에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동륜의 슬립의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r=-0.60875)과 변속 단수(r=0.65185)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38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ransporting operation between the
variables (p-values)
Lpk
SVFC
FC
Slip

Ba
0.0536
(0.7906)
0.00464
(0.9817)
0.06172
(0.7597)
0.07484
(0.7106)

Ti
-0.05775
(0.7748)
-0.16268
(0.4175)
0.01831
(0.9278)
-0.60875
(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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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0.77281
(<.0001)
0.72024
(<.0001)
-0.24387
(0.2203)
0.65185
(0.0002)

Th
0.57595
(0.0017)
0.60981
(0.0007)
0.91949
(<.0001)
-0.22838
(0.2519)

Table 3.39 F-value of ANOVA test for transporting operation (P-value)
Dependant
Ballast
Tire inflation
Gear ratio Engine speed
Variables
(Ba)
pressure (Ti)
(G)
(Th)
1.01
2.68
107.43
59.68
Lpk
(0.385)
(0.0957)
(<.0001)
(<.0001)
0.52
7.19
79.66
57.07
SVFC
(0.6024)
(0.0051)
(<.0001)
(<.0001)
1.14
2.63
9.49
132.78
FC
(0.3411)
(0.0992)
(0.0015)
(<.0001)
1.01
30.02
32.6
4
Slip
(0.3849)
(<0.0001)
(<0.0001)
(0.0366)
Table 3.39는 운반 작업의 분산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연비(Lpk)의 경우에는
변속비와 엔진 속도가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견인 부하
가 크지 않아 연비를 결정짓는 요소인 트랙터의 주행 속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SVFC)의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0.0051), 변속비
(<.0001), 엔진 속도(<.0001)에 대하여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견인 부하가 작아 트랙터 자체의 운동 저항에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연료 소모량(FC)의 경우에는 변속비(0.0015)와 엔진 속도(<.0001)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엔진의 작동 영역에 대한 결과로
판단된다. 슬립(Slip)의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0.0001)과 변속비(<0.0001)이 5% 유
의 수준에 대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 또한 견인 부하가 크지 않아 트랙
터 자체의 주행 저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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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0 Parameter estimate of the regression model for transporting operation
(t-value)
Dependant
Variables
Lpk
SVFC
FC
Slip

Ba
-

Ti
-0.00506
(-2.71)
-0.00088
(-6.59)

G
0.0057
(14.2)
0.01233
(12)
-0.00561
(-3.87)
0.000517
(7.06)

Th
0.000964
(10.59)
0.00237
(10.16)
0.0048
(14.61)
-



-1.53801
(-8.67)
-3.16216
(-6.43)
-4.52687
(-7.07)
0.0689
(3.8)



0.9290
0.9171
0.9049
0.7955

Table 3.40은 이용한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운반 작업의 경우
에는 Ballast 조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속 단수를 높이고, 엔진 속도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업 부하가
적고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의 효과가 엔진 속도 증가 효과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늘리고, 변속비를 낮추며, 엔
진 속도를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견인 부하가 작아 변속 단수에 의
한 효과가 엔진 속도의 변화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모량의 경우
에는 변속비를 높이고, 엔진 스로틀을 낮추는 전형적인 GUTD 운전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립의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고, 변속 단수를 낮추
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랙터 주행속도 증가에 따른 운동 저항
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타이어 공기압을 높일 경우 발생하는 변형량의 감소효과로
인하여 타이어 동반경이 커지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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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로터리 경운 속도비와 연료 소비 특성
3.4.2.1. 개요

선진국에서는 주행 단수를 높이고 엔진 속도를 줄이는 소위 “Gear Up Throttle
Down” 운전 방법을 농민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 운전 방법으로 트랙터를 운전하
면 연료 소모량을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Grisso and Pitman, 2001).
그러나 GUTD(Gear Up Throttle Down) 운전 방법은 쟁기 작업 등 견인 작업 시에는
효과적이나 로터리 작업과 같이 일정한 회전 속도를 요구하는 PTO 작업에서는 경운
상태가 불량하거나 PTO 구동 라인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작업 부하의 변
동이 큰 로터리 경운 작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전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PTO 동력을 이용한 로터리 경운 작업 시 기어 선택이 연료 소
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을 구명
하고자 하였다.
3.4.2.2. 경운 속도비

로터리 경운 작업 시 경운날의 절삭 성능은 트랙터의 주행 속도와 로터베이터 경운
날의 각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트랙터의 주행속도에 대한 로터베이터
경운날의 원주 속도의 비에 따라서 경운 작업 결과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 때, 속도비
의 관계는 식 3.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김동현, 2012).
경운 속도비는 기본적으로 로터베이터 경운날의 회전에 의한 선속도와 트랙터의 전
진 작업 속도의 비로써 만약에 경운 속도비가 작다면 트랙터의 주행 속도와 로터리
날의 회전 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토양이 부서지는 정도가 속도비가 큰 경
우에 비하여 줄어들게 된다. 속도비를 키우게 될수록 점점 토양이 많이 부서지게 된
다. 따라서 경운 속도비에 따라 작업의 정도가 달라지며, 작업의 정도를 일정하게 유
지하고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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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여기서,
 = 경운 속도비
 = 트랙터의 주행 작업 속도 (m/s)
 = 로터리 날의 반경 (m)
 =로터리 회전 속도 (rpm)






3.4.2.3. 속도비와 경운 피치

경운 피치는 로터베이터 경운날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전진방향으로 지표면을 경
운하는 길이로서 경운 피치에 따라 쇄토되는 흙덩이의 크기가 달라진다. 경운 피치는
트랙터의 주행속도와 경운날의 회전속도, 경운축의 동일 단면에 설치된 날의 수에 따
라 달라지며 그 관계식은 식 3.23 와 같이 정의된다(김동현, 2012).


  


(3.23)

여기서
 = 경운 피치 (cm)
 = 트랙터의 주행 작업 속도 (km/h)
 =로터리 회전 속도 (rpm)
 = 경운축의 동일 단면에 설치된 경운날 수




로터리 경운날의 원주 속도가 주행 속도보다 빨라지게 되면 속도비는 증가하게 되
고 반대로 경운 피치는 감소하며 그 관계는 식 3.24과 같다. 경운날의 반경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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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26 m 정도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운날의 반경은 0.255 m이다. Fig. 3.57
에 경운피치와 경운 속도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김동현, 2012).

  


(3.24)

여기서
 = 경운 피치 (cm)
 = 경운 속도비
 = 로터리 날의 반경 (m)


Fig. 3.57 Relation between tillage pitch and λ.
3.4.2.4. 속도비와 주행 속도 및 PTO 변속 단수의 조합

경운 속도비는 트랙터의 전진 변속 단수와 PTO 변속 단수의 조합에 해당하는 수만
큼 정해지므로 각 트랙터마다 로터리 경운 작업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속도비의
수는 주변속 × 부변속 × PTO단수로 정해지며 각 변속 단수에 해당하는 속도비는 식
3.25 로부터 정해진다(김동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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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여기서
 = 경운 속도비
 = 트랙터의 주행 작업 속도 (km/h)
 = 로터리 날의 반경 (m)
 = 엔진 회전 속도 (rpm)
 = PTO 감속비
 = 로터리 작업기 감속비









트랙터마다 주행 속도단의 감속비와 PTO 속도단의 감속비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트랙터마다 주행 속도단의 감속비와 PTO 속도단의 감속비에 의해서 식 3.24로부터
각 경운 속도비에 해당되는 변속 기어의 조합이 결정된다. 각 경운 속도비에 해당하
는 변속 기어 조합은 저단부터 고단까지 순차적이지 않으며 주행 속도단 감속비의 감
소 비율과 PTO 속도단 감속비의 감소 비율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진다.
즉, PTO 속도단의 감속비가 주행 속도단의 감속비보다 큰 경우 주행 속도는 더 빠르
면서 속도비가 큰 경우가 있게 되는 반면 두 속도단의 감속비 감소비율이 동일한 경
우에는 동일한 경운 속도비를 갖는 변속 기어 조합을 갖게 된다.
3.4.2.5.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T623 통합 계측 시스템이 장착된 트랙터와 앞서 마른논 로터리 작
업에 이용된 Table. 3.14에 주어진 로터리 작업기를 사용하였다.
T623 트랙터의 변속기어 조합에 해당하는 경운 속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트랙터
및 로터베이터의 변속기어와 감속비를 Table 3.41에 나타내었고, Table 3.42에 각 변
속기어 조합에 해당하는 경운 속도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로터리 경운 작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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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속도가 1 ∼ 4 km/h 범위임을 고려하여 경운 속도비는 λ=3 ∼ 18 범위에 해당하
는 변속 기어 조합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Table 3.41 Transmission gears of tractor and rotavator used in this study
Item
Specification
Engine
Rated power
48kW@2200
Tractor PTO
Reduction of 1st gear
4
Reduction of 2nd gear
3
Rotor radius
0.255 m
The reduction ratio of rotavator
Rotavator
3.26
gear ( )


Table 3.42 Speed ratio λ by the combination of tractor and rotavator gears
Circumferential
Rotor speed velocity of rotor Plowing speed
Tractor
(rpm)
ratio (λ)
Tractor speed Reduction
(m/s)
gear
ratio
PTO
(km/h)
1st 2nd 1st 2nd 1st 2nd
gear gear gear gear gear gear
L-1
0.89
169 225 4.5
6
18.2 24.3
L-2
1.41
1.58
169 225 4.5
6
11.5 15.3
L-3
2.17
1.54
169 225 4.5
6
7.5 10.0
L-4
2.70
1.24
169 225 4.5
6
6.0 8.0
M-1 2.85
1.05
169 225 4.5
6
5.7 7.6
M-2 4.51
1.58
169 225 4.5
6
3.6 4.8
M-3 6.94
1.54
169 225 4.5
6
2.3 3.1
M-4 8.64
1.24
169 225 4.5
6
1.9 2.5
H-1 9.35
1.08
169 225 4.5
6
1.7 2.3
H-2 14.81
1.58
169 225 4.5
6
1.1 1.5
H-3 22.71
1.54
169 225 4.5
6
0.7 1.0
H-4 28.33
1.24
169 225 4.5
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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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경운 포장

포장 실험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소재의 논에서 2012년 5월 5일에 실시하였다. 서
로 다른 두 논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그루터기가 없는 상태의 논이었다. 실
험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두 실험 포장에 대하여 토성, 원추지수, 토
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토양의 수분 함량은 오븐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용적이 동일한 토양 시료 캔
에 의해 수집된 토양 샘플의 무게를 측정하고 105℃의 드라이오븐에서 16시간을 건조
시킨 후 무게를 다시 측정하여 그 감량을 건토에 대한 %로 나타내었다.
토양의 종류는 미농무성법(USDA)에 따라 결정하였다. 표준 망채를 이용하여 토양
샘플의 자갈, 모래, 미사, 점토의 각 함량을 측정한 후, 토성 삼각도를 이용하여 토성
을 결정하였다. Fig. 3.58은 토성을 분류하기 위한 토성삼각도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3.43 에 논토양에 대한 샘플의 수분 함량 및 토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3.58 USDA textural triangle for
classification of soil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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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 Soil properties and moisture contents of experimental field
Paddy field Ⅰ
Paddy field Ⅱ
Gravel Sand Clay
17.51
19.19
12.67
14.28
16.03
Average 15.94

54.18
56.73
57.47
57.43
56.12
56.39

26.84
22.37
27.88
26.43
26.10
25.92

Silt
1.47
1.71
1.98
1.86
1.75
1.75

Moisture
contents
(d.b.%)
32.60
32.10
32.20
32.42
31.90
32.24

Gravel Sand Clay

Silt

13.70
14.88
12.34
10.69
11.46
12.61

1.90
1.26
0.73
1.11
1.24
1.25

60.60
58.72
58.19
59.10
58.65
59.05

23.80
25.14
28.74
29.10
28.65
27.09

Moisture
contents
(d.b.%)
36.75
38.42
41.64
39.44
38.21
38.89

Table 3.43에서와 같이 두 논의 평균 토성 논Ⅰ의 경우 자갈 15.94 5%, 모래
56.39%, 실트 25.92, 점토 1.75% 이었으며 논Ⅱ의 경우 자갈 12.61 %, 모래 59.05%,
실트 27.09%, 점토 1.25%로 미농무성법(USDA)에 의하면 논Ⅰ과 논Ⅱ 모두 양질 사
토(loam sand)로 분류된다. 또한 토양의 평균 수분 함량은 논Ⅱ의 경우가 논Ⅰ의 경
우보다 4~9%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원추 지수는 포장 내 임의의 10개 지점에서 원추 관입 시험기를 이용하여
30mm/s의 토양 관입 속도로서 지면으로부터 2.5cm 간격으로 30cm 깊이까지 측정하
였다. Table 3.15 에 원추 지수 측정에 사용된 원추 관입 시험기의 제원을 나타낸 것
이며, Fig. 3.59와 3.60에 측정한 원추지수를 측정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로터리 경운 작업 시 경심은 일반적으로 10~14cm임을 고려하여 15cm 깊이까지
2.5cm 간격으로 측정한 원추지수를 이용하여 토양 강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Fig.
3.58 는 토양강도의 비교 결과로서 논Ⅰ의 경우가 같은 토양 깊이에서 논Ⅱ의 경우가
200~600kPa 정도 토양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논Ⅰ이 논 Ⅱ의 경우보
다 토양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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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9 Cone index with soil depth at paddy field Ⅰ.

Fig. 3.60 Cone index with soil depth at paddy field Ⅱ.

Fig. 3.61 Difference in cone index at two padd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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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실험 방법

경운 작업은 트랙터의 엔진 속도를 정격 속도인 2200 rpm으로 고정하고 경심은 10
cm를 유지하여 실시하였다. 측정구의 배치는 경운 속도비가 3 ∼18에 해당하는 변속
기어 조합별로 논Ⅰ에서는 2반복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때 토양 조건의
불균일성을 고려하여 포장을 두 개의 집구로 구분하고 집구 내에서는 난수표를 이용
하여 변속기어 조합을 랜덤 배치하였다. 또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연료의 소비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논Ⅱ에서 1반복 추가로 측정하였다. Fig. 3.62와
Fig. 3.63는 논Ⅰ과 논Ⅱ에서 임의 배치한 변속 단수 조합을 나타낸 것이며 변속단수
조합은 주변속-부변속-PTO 변속단수 순으로 표시하였다.

Fig. 3.62 Randomized block design(RBD) for gear
combinations in the paddy field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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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 Randomized block design(RBD) for gear combinations in the
paddy field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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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주행 및 PTO 변속 기어와 경운 속도비에 따른 연료 소비 특성

Fig. 3.64 Fuel consumption per tilled area by combinations of
transmission and PTO gears.
Fig. 3.64은 서로 다른 두 논에서 실시한 로터리 경운 작업에서 트랙터의 주행 및
PTO 번속기어의 조합에 따른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PTO 변속기어가 같을 경우 토양 조건에 상관없이 주행 변속기어가 높을수록 경운 면
적당 연료소비량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주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출력과 연료 소비
량도 증가하지만 작업 면적의 증가율이 연료 소비량의 증가율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주행 변속기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PTO 변속기어가 높을 때 연료소비
량이 더 많았으며 이는 PTO 축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 즉 출력 증가에 따른 연료소비량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TO 변속기어가
동일할 때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은 주행 단수가 높을수록 감소하며 주행 변속기어
가 동일한 경우에는 PTO 변속기어가 낮을수록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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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by combination of
transmission and PTO gears.
연료 소비율은 단위 시간당 단위 출력 당 소비되는 연료의 양으로서 엔진의 경제성
을 나타낸다. 즉 연료의 소비량을 출력으로 나눈 것으로 결국 연료 소비율이 낮은 것
이 연료 소비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트랙터의 경우 연료소비율은 최대 PTO 출력에 대해 부하율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부하가 증가하면 트랙터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에 가까워지므로 연료 소비율은 감소
하게 되며 반대로 부하가 감소하면 최대 PTO 출력에 대한 부하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연료 소비율이 증가하여 연료소비효율은 낮아진다. 실제 경운 작업 시 트랙터의 엔진
은 항상 전부하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은 작업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ig. 3.65 는 서로 다른 두 논에서 실시한 로터리 경운 작업에
서 트랙터의 주행 및 PTO 변속기어 조합과 연료 소비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PTO 변속 기어가 동일한 경우 주행 변속기어에 따른 연료 소비율은 토양 상태에 따
라 달랐다. 논Ⅰ의 경우에는 주행 변속기어가 높아지더라도 연료소비율에는 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논Ⅱ의 경우에는 주행 변속기어가 높을수록 연료소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토양 강도 및 수분 함량이 경운 부하에 미치는 영
향이 변속기어에 따른 연료소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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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어가 같을 때 주행 변속기어가 연료 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연료 소비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행 변속기어가 동일한 경우 PTO 변속기어에 따른 연료 소비율의 변화는 토양 조
건에 상관없이 PTO 변속기어가 높을 때 연료 소비율이 더 낮았다. 이것은 PTO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출력도 증가하여 엔진이 전부하 상태로 접근하기 때문이며 이 때
엔진 출력의 증가율이 연료 소비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은 감소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경운 작업에서 경운날의 절삭 성능은 트랙터의 주행 속도와 로터의 각속도
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즉, 트랙터 주행 속도에 대한 로터 원주 속도의 비에 따라 쇄
토되는 흙덩이의 크기가 결정되며 경운 속도비에 따라 트랙터의 연료 소비량도 변한
다.

Fig. 3.66 Fuel consumption per tilled area by plowing speed ratio
Fig. 3.66 은 경운 속도비에 따른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로터
리 경운 작업의 주행 속도를 고려하여 경운 속도비의 범위를 3 ∼ 18 로 설정하였으
며 토양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토양 강도가 다른 두 논에서 연료 소비량을 측정
하였고 논Ⅰ에서는 2반복으로 측정하였다.
경심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때 토양 조건에 상관없이 경운 속도비가 작을수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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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운 속도비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경운 속도비가 큰 경우에도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이 적은 경우가 있었
다. 따라서 두 경운 속도비의 차이가 작은 경우, 주행 및 PTO 변속기어에 따른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의 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Table 3.44에서와 같이 경운 속도비가
인접한 두 변속기어 조합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경운 속도비의 차이는 0.5이고 경운
피치의 차이는 1.5cm 정도로서 경운 작업의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
Table 3.44 Combinations of transmission and PTO gears with adjacent plowing
speed ratios
Gear Combinations (Travel gear-PTO gear)
Item
L3-1
L4-2
Travel speed (km/h)
2.24
3.55
Rotor speed (rpm)
169
225
Plowing speed ratio (λ)
7.5
8
Tillage pitch (cm)
21.4
20.0

Fig. 3.67 Fuel consumption per tilled area by gear combinations having adjacent
plowing speed ratios.
Fig. 3.67와 같이 경운 속도비가 0.5 이하로 인접한 경우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
은 주행 및 PTO 변속기어가 모두 고단일 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행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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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어가 모두 고단이라 하더라도 경운 작업 속도의 증가에 따른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 절감 효과가 PTO 속도의 증가에 따른 연료 소비량 증가 효과보다 크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두 경운 속도비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주행 변속 기어가
고단인 조합의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경운 속도비가 0.5 이내에서 로터베이터 경운날 회전수가 230
rpm (PTO 2단)까지는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경운날 회전수가
230 rpm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 및 실험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Fig. 3.68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by plowing speed ratio
Fig. 3.68은 두 논에서 측정한 경운 속도비에 따른 연료소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연료소비율은 경운 속도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 따
른 차이는 토양 강도가 경운 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연료소비율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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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소비율의 경우에도 두 속도비의 차가 0.5 이하인 경우는 Fig. 3.69에서와 같이
주행 및 PTO 변속기어가 모두 고단인 조합의 연료소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PTO 변속기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 변속기어가 고단인 조합의 연료소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PTO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엔진 출력이 증가하고 엔진이 전부하 상태로 접근하기 때문이며, 이때 엔진 출력의
증가율이 연료 소비의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연료소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두 경운 속도비가 동일한 변속기어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행 및
PTO 변속기어가 모두 고단인 조합의 연료소비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69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by transmission and PTO gear
combinations.
3.4.2.9. 경제적인 변속기어 선택 방법

트랙터의 GUTD 운전 방법은 플라우경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PTO 동력을 이용하
는 로터리경에는 쇄토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로
터리 경운 시 주행 변속 기어를 높이면 경운 속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운 면적당
연료소비량은 감소하지만 경운 피치가 증가하여 쇄토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쇄
토율이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엔진 속도를 감속
하여 경운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로틀의 열림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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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의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변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트랙터의 주행 및 PTO 변속기어의 감속비 증가율이 같지 않은 경우 변속기어 조합
에 따른 경운 속도비는 모두 다르다. 또한 경운 속도비에 따라 변속기어가 저단에서
고단으로 순차적인 조합이 되지 않으므로 트랙터 운전자가 경운에 적합한 변속 기어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속도비를 기준으로 한 변속기어 조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
다.
경운 속도비의 차이가 0.5 이내인 경우에는 쇄토 상태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여
PTO 변속기어가 더 고단이라 하더라도 주행 속도가 더 빠른 변속 기어를 선택하는
것이, 경운 면적당 연료소비량 및 연료소비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더 효율적인 변속
기어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트랙터는 각 변속 단수들에
해당하는 속도비가 저단부터 고단까지 순차적이지 않은 트랙터로서 Table 3.42에서
경운 속도비 순으로 변속 기어 조합을 나열하면 Table 3.45과 같다.
Table 3.45에서와 같이 주행 속도가 더 빠른 변속기어 조합이 더 느린 변속 기어
조합보다 경운 속도비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경우 작업 중 쇄토 상태가 불량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쇄토되어 변속 기어를 바꾸고자 할 때 주행 변속기어를 독립적으로 변
경하는 것보다 속도비를 기준으로 변속하는 것이 연료 저감 및 기계의 이용 효율 면
에 있어 더 효율적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로터리 경운 작업 시 경운 면적당 연료소비량 및 연료 소비율을
고려하여 연료 효율이 높은 변속 기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접하는 두 경운 속도비에 해당하는 변속 기어 조합의 경우 쇄토 상태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주행 속도가 빠른 변속 기어 조합으로 작업하는 것이 경운
면적당 연료소비량 및 연료소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때의 경운 속도비는 두 경운
속도비를 비교하였을 때 더 작은 경우일 수도 있고 동일한 경우일 수도 있으며, 본
연구의 실험 대상 트랙터의 경우처럼 더 큰 경우일 수도 있다.
(2) 주행 단수는 같지만 PTO 단수가 다른 경우에는 PTO 단수가 낮은 변속단수 조
합으로 작업하는 것이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다. 단, PTO 단수가 높
은 변속 단수보다는 연료 소비율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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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 Descending order of plowing speed ratios created by the combinations
of transmission and PTO gears
Vehicle
Plowing
Tillage
Gear steps
(km/h)speed
ratio (speed
λ)
pitch(Cm)
L-1-1
0.89
24.3
8.8
L-2-2
1.41
18.2
10.4
L-2-1
1.41
11.5
13.9
L-3-2
2.17
10.0
16.1
L-4-2
2.70
8.0
20.0
M-1-2
2.85
7.6
21.1
L-3-1
2.17
7.5
21.4
L-4-1
2.70
6.0
26.6
M-1-1
2.85
5.7
28.1
M-2-2
4.51
4.8
33.4
M-2-1
4.51
3.6
44.5
M-3-2
6.94
3.1
51.4
Fig. 3.70에 연료 소비율이 높은 작업 단수 선택방법에 대한 순서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경운 속도비가 10인 변속기어 조합(L3-2단)을 선택하여 경운작업을 하던 중 경
운 상태가 필요 이상으로 쇄토되어 경운 피치를 크게 하고 싶은 경우 경운 속도비를
기준으로 주행 변속기어를 1단 올림으로서(L4-2단)경운 속도비를 낮춰준다.
이 때 L3-1단과 M1-2단은 L4-2단과 경운 속도비가 0.5 이내로 경운작업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L4-2단보다 주행 속도가 빠른 M1-2단으로 변속하여 작업하는
것이 작업 능률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낮은 변속 단수 선택 방법이다. 최종 선택한
변속 단수로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엔진 속도를 감소시켜 작업할
경우 경운 피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Fig. 3.71과 같이 경운 작업 결과가 비슷한
세 개의 변속단수중에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구간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ig. 3.7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운 속도비가 증가함에 따라 쇄토율은 증가하게 되는
데 인접하는 두 경운 속도비의 경우 쇄토율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경운 작업 결과에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랙터의 주행 속도단 감속비의 감소 비율과
PTO 속도단 감속비의 감소비율이 동일한 경우 PTO 단수만큼의 동일한 속도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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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속 단수들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두 감소 비율이 일부만 동일할 수도 있고 모두
동일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속도비 내에서는 주행 속도가
빠르고 PTO 단수가 높은 단수를 선택하는 것이 연료 효율이 높아지는데 각각의 경우
에 대하여 작업 단수 선택 방법을 Fig. 3.73와 3.74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3.70 Flow chart for selection of optimal gear for rotary tillag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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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 Reduction of specific fuel consumption with different gears by throttle
down.

Fig. 3.72 Performance of pulverization by plowing spe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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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 Flow chart for selection of optimal gear having the same plowing speed
ratio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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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4 Flow chart for selection of optimal gear having the same plowing spe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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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0. 분산 분석을 이용한 유의성 검증

경운 속도비(λ)와 토양 조건(Site)이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FC, L/h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하였으며, Table 3.46
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ANOVA 분석은 SAS(Ver 9.3,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분석 시행 결과 경운 속도비와 토양 조건은 경운 면적당 연료소비량에 대
하여 두 경우 모두 P-value가 0.0001보다 작아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음
을 나타내었다. 경운 속도비와 토양조건이 연료 소비율(SVFC, L/kWh)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도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시행 결과는 Table 3.47와 같이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도 토양 조건 및 경운 속도비에 따라서 두 경우 모두 p-value가 0.0001보다 낮
아 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46 Analysis of variance for fuel consumption per tilled area
Source
DF Anova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λ
10 4200.784073 420.078407
588.55
<.0001
Site
1
33.512438
33.512438
46.95
<.0001
Table 3.47 Analysis of variance for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Source
DF Anova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λ
10 0.02253388 0.00225339
619.68
<.0001
Site
1
0.01216388 0.01216388
3345.07
<.0001
3.4.3. 변속기 조정 알고리즘
3.4.3.1. 개요

엔진은 사용 영역에 따라서 연료소비율이 다르다. 이는 엔진에 작용하는 부하에 의
하여 조정되며 이 때 엔진으로 부터의 출력 수준은 엔진의 회전속도와 스로틀 열림량
에 따른 부분부하 선도를 이용하여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동일한 작업에서도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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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출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전부하 출력 수준으로 조정만 해주어도, 연료 효율
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트랙터의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을 수행할 때 일정한 작업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속기와 엔진 속도를 조정
하여 엔진이 전부하에 가깝게 운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변속 단수는 작업
속도뿐만 아니라 견인 효율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연료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정 되어야 할 변수이다. 따라서 변속단수를 알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엔진 출력이 전부하에 가까운 출력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속기 조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농업용 트랙터의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서 유명한 Gear Up and Throttle Down의 경우에도 변속기의 조정을 기본 알고
리즘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엔진출력이 전부하에 가깝게 운전할 수 있도록 변속단수를 조정하는
변속기 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변속 단수를 결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도록 한다.
3.4.3.2. 변속 알고리즘

변속 알고리즘은 작업부하에 적합한 변속단수를 찾는 과정이다. 작업부하는 작업기
의 견인저항력이며, 견인저항력은 작업기에 작용하는 토양의 저항력 및 작업기의 지
지차륜에 작용하는 운동저항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작업부하는 식 (3.26)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서,
 = 작업부하 (N)
 = 작업기에 작용하는 토양의 저항력 (N)
 = 작업기 지지 차륜의 운동저항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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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작업기 지지 차륜의 운동저항은 지지 차륜의 운동 저항 계수와 지지 차륜에 작용하
는 동하중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작업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큰 변화가
없는 값이다. 작업기에 작용하는 토양의 저항력은 식 (3.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작업기의 속도에 따라 토양의 저항력이 달라진다. 작업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
양의 저항력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토양의 저항력도 감소한다.
        

(3.27)

여기서,
 = 작업기에 작용하는 토양의 저항력 (N)
 = 토양의 입자상태
     = 652, 0, 5.1(작업 종류에 따라 다름)
 = 작업기의 속도 (km/h)
 = 작업기의 유효 작업폭 (m)
 = 경심 (cm)




따라서 작업기의 경심, 작업폭, 토양의 입자상태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작업부
하는 작업기의 속도에 따라 변한다. 작업부하에 차륜의 동반경을 곱함으로써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식 (3.2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 (N m)
 = 작업부하 (N)
 = 차륜의 동반경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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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기어 감속비로 나누어주면 식 (3.29)와 같이 엔진토크가 되
고, 이 엔진토크 값을 이용하여 변속단수를 조정한다.

  


(3.29)

여기서,
 = 엔진토크 (N m)
 =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 (N m)
 = 기어 감속비




저단의 낮은 엔진토크를 고단의 높은 엔진토크를 이용하도록 변속할 경우, 기어 감
속비에 따라서 작업속도가 증가하고, 작업부하는 식 (3.27)와 같이 작업속도의 함수이
므로 작업부하도 증가할 것이다.
변속 알고리즘은 엔진토크가 증가하여 최대토크에 도달했을 때, 기어를 한 단씩 내
리는 Gear-down 알고리즘과 작업에 사용된 토크가 감소하여 현재 단수보다 한 단 높
은 단수로도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엔진이 내보낼 수 있을 때 기어를 한 단씩 올리
는 Gear-up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Gear-down 알고리즘은 스로틀 열림량과 엔진속도를 입력받아, 엔진성능곡선에서
출력을 예측한다. 출력을 이용해서 식 (3.30)과 같이 엔진토크를 계산한다. Gear-down
알고리즘은 엔진토크가 최대토크에 도달하면 기어를 한 단 내리는 알고리즘으로
Fig.3.72와 같다.
 
  


여기서,
 = 엔진토크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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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출력 (kW)
 = 엔진속도 (rpm)


Gear-up 알고리즘은 엔진토크와 기어 감속비의 곱인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기준
으로 변속한다. 작업토크는 식 (3.31)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3.31)

여기서,
 =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 (N m)
 = 엔진토크 (N m)
 = 기어 감속비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가 감소하면 엔진속도는 증가하고, 엔진토크는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엔진토크가 감소하여 최대 엔진토크의 절반이하가 되면 연료소비율은 급
격하게 높아진다. 이 경우, 한 단 높은 단수로 변속하면 엔진은 변속 전보다 전부하
출력수준에 가까워지고, 연료소비율이 낮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변속기준은 식
(3.32)과 같다.
 ·    max ·   

여기서,
 = 엔진토크 (N m)
 = n번째 기어 감속비
= 엔진의 최대토크 (N m)

= (n+1)번째 기어 감속비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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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는 식 (3.32)을 이용해서 현재 단수보다 1단 높은 변속단수에
서 작업에 사용가능한 최대 토크와 비교한다. 전자가 크면 기어단수를 유지하고, 후자
가 크면 기어를 1단 올린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변속단수의 조정이 끝나면 변속
및 안정화 단계를 종료한다. 변속 알고리즘은 Fig.3.75와 같다.
두 가지 알고리즘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변속단수를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

Fig. 3.75 Algorithm for gear sh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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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변속 알고리즘 검증

변속 알고리즘 검증을 하기 위하여 앞서 개발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내부에 변
속 모델을 구성하였다. 변속 알고리즘 모델은 Gear-up 부분과 Gear-down 부분으로
Fig. 3.76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은 앞서 작성된 알고리즘을 토대로 제작하였
다. Gear-down 부분을 통과한 값은 Gear-up 부분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변속할 값
을 나타낸다.
변속 알고리즘의 입력 변속단수와 출력 변속단수 값이 동일하면 기어변속이 되지
않는다. 출력 변속단수가 입력 변속단수보다 1이 작으면 기어를 1단 내리고, 출력 변
속단수가 입력 변속단수보다 1이 크면 기어를 1단 올린다. 기어 1단 내림은 엔진토크
가 최대 엔진토크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며, 기어 1단 올림은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가
현재단수보다 1단 높은 엔진 최대토크와 기어 감속비의 곱보다 작을 때 변속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엔진의 최대토크를 이용해서 변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동일하
다. 따라서 현재 단수에서 변속단수를 1단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추가로 필요하다.
작업부하가 증가하면 엔진토크도 증가한다. 최대 엔진토크에서도 토크의 변화량이
양이라면 변속단수를 1단 내려야 한다. 반면에 엔진토크가 최대 엔진토크지만 토크의
변화량이 음이라면, 엔진토크는 감소할 것이므로 변속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작업부하가 감소하면 엔진토크도 감소한다. 작업에 사용된 토크가 현재단수보
다 1단 높은 엔진 최대토크와 기어 감속비의 곱과 같거나 작고, 엔진토크의 변화량도
음이라면 엔진토크는 계속 감소할 것이므로 변속단수를 1단 올려야 한다. 작업에 사
용된 토크가 현재 단수보다 1단 높은 엔진 최대토크와 기어 감속비의 곱과 같거나 작
지만, 엔진토크의 변화량이 양이라면, 엔진토크는 증가할 것이므로 변속할 필요가 없
다. 따라서 엔진토크 변화량이 양이고, 엔진토크가 최대 엔진토크에 도달하면 변속단
수를 1단 내린다. 또한 엔진토크 변화량이 음이고, 작업에 사용된 토크가 현재 단수보
다 1단 높은 엔진 최대토크와 기어 감속비의 곱과 같거나 작으면 변속단수를 1단 올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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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6 Simulation model for gear shifting

.
변속 알고리즘은 엔진 모델로 들어오는 엔진속도와 스로틀 열림량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엔진속도 계산은 기어단수, 기어 감속비, 차량의 속도부분으로 Fig. 3.74와
같이 구성된다. 엔진속도는 트랙터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 차량의 속도에 현재 기어
감속비를 곱해서 얻어진다.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1단부터 출발하도록 모델링하
였으며, 초기 값을 변경하여 1단이 아닌 단수로 시작할 수 있다. 초기 값으로 한 번의
스텝이 완료되고 나면, 조정된 기어단수가 Fig. 3.77의 A지점을 통해 들어오고, 기어
단수와 기어 감속비의 곱을 차량의 속도와 곱하여 엔진속도로 엔진모델에 재입력된
다.

A

Fig. 3.77 Gear input of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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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검증 결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변속 알고리즘 검증은 실제 농작업에 사용된 변속단수와
엔진속도를 이용한다. 아래의 Table. 3.48은 앞서 필드 시험을 통하여 수행한 쟁기 작
업시 사용된 변속단수와 엔진속도이다.
Table 3.48 Plow results for simulation validation
Power
Torque
Gear
(kW)
(Nm)
M-1
14.9
62.2
M-2
20.4
94.9
M-2
17.2
86.5
M-3
23.5
127.5
M-3
21.0
109.6

Draft force(N)
11150
11367
10593
10172
8209

변속단수가 조정이 되지 않는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 작업과 동일한 변속
단수 및 엔진속도 조건으로 작업을 했을 때 결과를 확인한다. 엔진속도는 직접 조종
할 수 없으므로 스로틀 열림량을 예측하여 대입한다. 엔진 모델은 엔진속도와 스로틀
열림량을 대입하면 엔진 출력을 내보낸다. Table. 3.48에는 실제 작업시 엔진 출력이
나와 있다. 이를 이용해서 엔진모델에 스로틀 열림량 대입하고 동일한 출력을 얻는
스로틀 열림량 값을 찾을 수 있다.
작업부하는 식 (3.26)에서와 같이 토양의 저항력, 즉 견인저항과 작업기 지지차륜의
운동저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작업기 지지차륜의 운동저항은 운동저항계수와
지지차륜의 동하중의 곱이므로 일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작업부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견인저항이다. 실제 작업과 시뮬레이션 모델의 견인저항이 동일한 값을
갖도록 조정한다.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의 견인저항은 식 (3.3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 작업
의 속도, 작업폭, 작업종류를 알고 있으므로 토양의 입자 상태와 경심을 조정하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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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의 견인저항을 실제 작업과 같도록 설정한다. 그 결과는 Table.
3.49와 같다.
        

여기서,
 = 견인저항(N)
 = 토양의 입자상태
   = 652, 0, 5.1(작업 종류에 따라 다름)
 = 작업기의 속도 (km/h)
 = 작업기의 유효 작업폭 (m)
 = 경심 (cm)

(3.33)




Table 3.49 Simulation results of the tractor model without an engine speed
and transmission-gear adjustment algorithm
Power
Torque Draft force(N)
Fuel
Gear
(kW)
(Nm)
efficiency(L/kWh)
M-1
12.1
50.2
11168
0.6086
M-2
17.4
80.7
11379
0.4330
M-2
15.2
76.2
10648
0.4208
M-3
20.9
112.8
10177
0.3507
M-3
18.2
94.8
8284
0.3787
Fig. 3.78은 견인저항이 동일할 때, 실제 작업의 엔진토크와 시뮬레이션 모델의 엔
진토크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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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8 Engine torque of Field test and Simulation
그러므로 알고리즘이 없는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과 변속단수 조정 알고리즘이 포
함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동일한 견인저항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함으로
써 연료소비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알고리즘이 포함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견인저항이 동일할 때, 변속단수 조정 알고리즘이 포함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을 이용한 결과는 Fig. 3.79과 같다. Fig. 3.79은 Fig. 3.78에서 M-1단, 견인력이 11168
N인 첫 번째 값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가진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한 결과
이다. 기어단수의 경우 Fig.3.79과 같이 M-1단에서 H-1단으로 조정된다. 엔진토크는
254.1Nm를 이용하고, 연료소비율은 0.6094에서 0.2773으로 낮아진다. 또한 작업속도도
2.71km/h에서 4.89km/h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단을 이용할 경우, 엔진
토크는 402.89Nm가 된다. 이 값은 엔진의 최대토크 269Nm보다 큰 값이므로 9단이
사용가능한 최대 변속단수 이다. 따라서 변속단수 조정 알고리즘이 포함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했을 때 Table 3.50과 같이 변속단수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속이 가능한 최대단수로 변속된 후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엔진토크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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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9 Gear adjustment of the tractor model with the algorithm
변속단수 조정 알고리즘이 포함된 트랙터 모델과 알고리즘이 포함되지 않은 트랙터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 동일한 작업을 할 때 연료소비율은 19.5% ∼ 54.4% 향상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어 변속이 10분이상이 걸리는 이유는 시뮬레이션 수행 시, 관
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의 관성에 비하여 10배의 크기를 주어 가시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Table 3.50 Simulation results of the tractor model with an engine
speed and transmission-gear adjustment algorithm
Power Torque
Draft
Fuel
Gear
(kW)
(Nm)
force(N) efficiency(L/kWh)
H-1
32.3
254.1
12541
0.2773
H-1
31.7
248.9
12137
0.2781
H-1
30.8
241.1
11528
0.2793
H-1
28.1
221.8
10035
0.2826
H-1
25.1
196.1
8053
0.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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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엔진 속도 조정 알고리즘

엔진 속도 조정 알고리즘은 아래의 그림 3.80과 같이 구성하였다. 엔진 속도의 조정
은, 작업 속도가 안정이 된 이후, 엔진의 운용 범위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엔진이 앞서 정한 최적의 범위를 벗어 날 경우에는 스로틀 열림량을 조절하여 엔진의
속도를 일정한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본 알고리즘을 적용한 트랙터 시뮬레이
터 에서는 최적의 엔진 속도 범위를 1400 ~ 1800 RPM 으로 고정하였으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스로틀 열림량을 조절하여 범위 내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만약 엔진
속도의 변화로 인하여 작업 속도가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속 단수 선택 알고리즘
을 통하여 변속 단수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엔진 속도 조정 방법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Fig. 3.80 Flow chart of the engine speed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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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밸래스트 및 타이어 공기압 조정 기술
3.4.5.1. 쟁기 및 무논 로터리 작업 시험 결과 및 분석

통합 조정 시스템의 요소 기술인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필드 시험을 실시하였다. 밸래스트와 타이어 공기압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연료
효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필드 시험은 쟁기작업, 무논 로터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필드 시험은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논에서 실시하였으며, 쟁기 작업은
Table 3.51 에서와 같이 7개 구획의 논에서 5가지 조건으로 2011년 4월 9일부터 2일
간 실시하였으며, 무논 로터리 작업은 동일한 5개 구획의 논에서 2가지 조건으로
2011년 5월 14일부터 2일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는 T500 트랙터가 이용되었다.
토양 강도는 경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원추 관입 저항을 측정하여 원추 지수로서
나타내었으며, 함수율과 토성은 7개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각각 오븐법과 미농
무성 분류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7개 구획의 토성은 모두 양질 사토이었으며, 함수율
은 구획에 따라 다르나 27.1-56.1%의 범위이었다. 원추 지수는 25cm 깊이에서 1.7-2.3
MPa 범위이었다. 원추 관입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험기의 제원은 Table
3.17 에서와 같고, Table 3.52와 Table 3.53은 7개 구획의 논토양에 대한 강도와 토성
을 나타낸 것이다. 필드 시험을 위한 타이어 공기압과 차축의 중량 분포는 Table
3.51 에서와 같이 쟁기 작업의 경우 4조건, 무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 2조건으로 설정
하였다. Table 3.51에서 중량 분포에 대한 Optimal은 Casady(1997)가 제시한 부착 작
업기에 따라 가장 적합한 중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Worst는 가장 나쁜 분포 상태
를 나타낸 것이다. Good과 Poor는 각각 Optimal과 가까운 조건과 Worst에 가까운 조
건을 나타낸 것이다. 조정 방법은 먼저 차축의 중량 분포를 설정한 후 타이어에 작용
하는 하중에 따라 공기압을 조정하였다.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Optimal은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상태이고, Poor은 적정수준이 아닌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후륜
의 경우에는 전륜보다 하중의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압 수준도 큰 변화가
없었다. 조건 4와 5는 차축의 중량 분포와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합한 조건이 아닌 경
우로서 적합한 조건인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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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Tire inflation pressure and ballast adjustment conditions
Operation Condition Plot

Plowing
Rotovating

1
2
3
4
5
6
7

A. B, C
C, D, E
E
F
G
A, B, C
D, E

Weight Tire inflation
Front distribution pressure
(kPa)
weight (%)
(N) Front Rear Front Rear
1,884 51 49 152 76
2,511 54 46 165 76
314 45 55 83 76
1,884 51 49 165 152
942 48 52 152 110
2,511 54 46 24 76
942 48 52 110 76

Adjustment
Weight Inflation
distribution pressure
Good
Optimal
Optimal Optimal
Worst Optimal
Good
Poor
Poor
Poor
Good for Optimal
rotovating
Optimal for Optimal
rotovating

Table 3.52 Soil property of the experimental plots
Plot
A
B
C
D
E
F
G

Soil type
Loamy sand
Loamy sand
Loamy sand
Loamy sand
Loamy sand
Loamy sand
Loamy sand

Moisture
content
(%)
54.4
48.0
42.1
27.1
35.8
56.1
43.6

0 cm
276.7
430.9
224.9
257.1
232.7
241.3
207.7

Cone index by depth (kPa)
5 cm 10 cm 15 cm 20 cm
541.2 562.8 1422.9 2699.3
462.8 493.8 1085.1 1633.2
307.7 481.8 886.0 1485.0
336.9 521.0 918.0 1521.8
362.8 586.1 773.1 1129.0
334.4 545.6 979.1 1453.9
392.1 632.6 1121.3 1955.5

Table 3.53 Soil property of the experimental plots
Plot
Clay (%)
Silt (%)
A
0.8
18.9
B
0.7
17.2
C
1
23
D
0.7
17.1
E
0.6
14
F
1
24
G
0.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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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m
2201.1
1704.7
2111.5
2112.7
1862.4
1922.8
2270.1

Sand (%)
80.3
82.1
76
82.2
85.4
75
79.4

쟁기 작업에서 사용한 이랑 쟁기와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 사용한 로터리의 제원은
Table 3.54에서와 같고, 트랙터 운전자는 작업 경력이 30년인 농업인으로서 평소에 작
업 방식대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쟁기 작업의 경심은 20 cm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변속 단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M-4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
는 M-4와 M-2의 2개 변속 단수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직진하며 작업할
때만 수집하였으며, 각 구획에서 데이터 수집 시간은 최소한 20분으로 하였으나 조향,
작업기 상승, 작업기 하강, 정지, 후진 등 작업 준비 과정의 시간은 제외하였다.
Table 3.54 Specifications of implements used in this study
Required
Length
Width
Height
Weight
Implement Model
(mm) (mm) (mm) (kN) Power
(kW)
YS-5P-500
Plow
1,950 1,750 1,350 3.9
33-37
-1800
Rotary HC-175GS 838 1,912 1,014 3.8
33-37
수집된 데이터 분석은 앞선 작업 표준 프로파일에 따른 작업 구간의 데이터만 이용
하였으며 각각의 구간에 대한 평균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Table 3.55는 쟁기 작업
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엔진 출력은 모든 구획에서 평균 9.6∼13.5
kW이었으며, 이는 PTO 정격 출력의 25∼35%에 해당하였다. 엔진 속도의 범위는
1,320.4∼1,737.4 rpm이었으며, 작업 속도는 3.4∼4.8 km/h, 연료 소모량은 3.2∼4.2 L/h
이었다. Fig. 3.81 는 차축의 중량 분포가 Good이고 공기압 조건이 Optimal일 때 측
정한 구동륜 출력, 견인 출력, 연료 소모량, 작업 속도 신호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
다. 좌우 구동륜의 출력 신호는 각각 +와 -로 표시되어 있다. 쟁기 작업의 경우, 엔진
출력은 대부분 견인 동력으로 이용되었으며 전륜에서보다 후륜으로 더 많은 동력이
전달되었다. 쟁기가 토양에 관입되는 순간 큰 견인 동력이 필요하였으며, 견인 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작업 속도는 증가하였다. 시간당 연료 소모량은 엔진 출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차축의 중량 분포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Optimal로
유지한 1, 2, 3 조건에서 전 후륜의 슬립은 10% 내외로서 같은 수준이었으나. Poor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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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의 조건에서는 슬립이 1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방 균형추를 제거함에
따라 전륜의 슬립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후륜의 슬립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3.81 Plow operation results
Table 3.55 Result of the plow operation

Front Rear
Engine Work wheel
FC Engine
SVFC
Case speed velocity slip wheel
power (L/kWh)
slip
(L/h)
(rpm) (km/h) (%) (%)
(kW)
1 1599.84 4.44
8.59 7.74 4.00 13.09 0.31
1 1685.38 4.69
7.50 7.53 4.09 13.07 0.32
1 1737.42 4.75
7.96 7.83 4.12 12.43 0.34
2 1702.38 4.63
7.01 6.71 3.83 11.86 0.33
2 1651.48 4.54
6.23 6.62 3.61 11.15 0.33
2 1576.54 4.27
7.39 6.41 3.66 11.40 0.33
3 1426.44 3.68
9.59 7.87 3.57 11.19 0.33
4 1320.42 3.44 10.69 10.78 3.20 9.57
0.35
5 1668.23 3.55 26.21 22.85 4.16 13.50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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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L/ha)
5.0
4.8
4.8
4.6
4.4
4.7
5.4
5.3
7.4

차축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에 따른 연료 소모량은 엔진 출력 당 연료 소비율
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차
축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이 모두 적정한 조건 2에서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은
4,4∼4.7 L/ha 이었으나, 중량 분포가 적정하지 않았던 1과 3의 조건에서는, 중량 분포
에 따른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은 4.8∼
5.4 L/ha이었다. 즉, 차축 중량에 따라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더라도 차축의 중
량 분포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가 10∼20% 증가하였다. 차
축 중량 분포와 공기압이 모두 적절하지 않았던 조건 5의 경우, 단위 면적당 연료 소
모량은 7.4 L/ha로서 적정 조건일 때의 4.5 L/ha보다 약 65%의 연료 소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56은 밸래스트 조정을 통한 전후 차축의 하중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 조정
이 연료 소모량(Fuel consumption), 연료 소비율(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단위 면적당 연료 소비량 (Fuel consumption per unit area) 그리고 전
후 구동 차륜의 슬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한 결
과를 나타낸 표이다. 분산 분석은 SAS(Ver 9.3,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하였
다.
Table 3.56 F-value of ANOVA test for plowing operation (P-value)
Dependant
Ballast
Tire inflation pressure
Variable
Fuel consumption
0.62 (0.6326)
22.99 (0.0051)
Specific volumetric fuel
0.10 (0.9549)
1.41 (0.3731)
consumption
Fuel consumption per
49.17 (0.0004)
76.41 (0.0005)
unit area
Slip of front driving
74.83 (0.0001)
234.36 (<0.0001)
wheel
Slip of rear driving
48.67 (0.0004)
2296.07 (<0.0001)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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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분석 시행 결과 밸래스트 조정에 따른 차축 중량 분포는 단위 면적당 연료 소
모량과 전후 차륜의 슬립에 대하여 P-value가 각각 0.0004, 0.0001, 0.0004을 나타냄에
따라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밸래스트 조정
이 차륜의 슬립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게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연료 소모량과 연료 소비율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타이어 공기압은 연료 소모량,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 전후 차륜의
슬립에 대하여 P-value가 각각 0.0051, 0.0005 그리고 슬립에 대하여는 0.0001보다 작
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었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 조정이 차륜의 슬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료 소모량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
차륜의 변형량과 토양 다짐 등이 변함에 따라 차륜의 저항이 변화한 것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3.57는 차축의 중량 분포를 Good과 Optimal로 타이어 공기압을
모두 Optimal로 설정하였을 때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
다.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 엔진 속도의 범위는 평균 1,557∼2067 rpm이었으며 작업
속도의 범위는 평균 2.5∼5.4 km/h이었다. 엔진 출력은 평균 11.5∼18.5 kW로서 정격
PTO 출력의 30∼48.4% 수준이었으며, 이중 6.2∼12.2 kW는 PTO 동력이었다. 연료
소모량은 평균 3.2∼5.5 L/h 범위이었다. 무논 로터리 작업은 쟁기 작업에서보다 작업
속도가 빠르고, 출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 출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출력 당 연료 소비율은 쟁기 작업에서보다 적었다. 이는 엔진의 사용 영역이 쟁기 작
업에서 보다도 전부하 상태에 더 근접하였기 때문에 출력 당 연료 소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도 쟁기 작업에서와 같이 차축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이
엔진의 사용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엔진 출력 당 연료
소비율에서도 차축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단위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은 차축 중량 분포의 Good과 Optimal 조건 사이에
서 20%의 차이가 나타났다.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도 토양의 함수율이 엔진 사용 영역
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차축 중량 분포, 타이어 공기압, 토양의
함수율이 변하더라도 엔진이 사용되는 영역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변속 단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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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료 소모량의 변화도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3.57 Rotavating operation in flooded field results
Case
6
6
6
6
6
6
7
7
7

Gear
step
M-2
M-2
M-2
M-4
M-4
M-4
M-2
M-4
M-4

EG
RPM
2067.76
1771.03
1557.60
1876.88
1729.88
1626.17
1557.35
1723.68
1694.05

EG
Power
(kW)
14.27
15.32
14.64
17.37
18.50
17.36
11.52
15.66
15.83

Slip
Front
(%)
9.12
5.60
24.05
7.10
4.05
12.53
10.46
5.24
4.63

Slip
PTO
FC Power
Rear Velocity
(%) (km/h) (L/h) (kW)
15.76 4.49 3.64 10.73
12.64 3.69 4.11 8.52
23.48 2.51 3.12 6.15
13.56 5.37 5.25 12.17
6.82 4.81 5.45 11.21
15.79 4.15 4.27 7.92
21.00 3.12 3.15 6.79
11.01 5.07 4.30 9.13
9.74 4.77 4.24 8.45

SVFC
(L/k
Wh)
0.25
0.27
0.21
0.30
0.29
0.25
0.27
0.27
0.27

FCA
(L/ha
)
4.2
5.8
6.5
5.1
5.9
5.4
5.3
4.4
4.6

Fig. 3.82은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 측정한 구동륜 출력, 엔진 출력, 연료 소모량, 작
업 속도신호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 엔진 출력의 대부분은
PTO 동력으로 이용되었으며, 연료 소모량 역시 쟁기 작업에서와 같이 엔진 출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58 F-value of ANOVA test for rotavating operation (P-value)
Dependant
Tire inflation
Ballast
Gear step
Variable
pressure
Fuel consumption
0.06 (0.8084)
0.06 (0.8084)
1.79 (0.2230)
Specific volumetric fuel 0.06 (0.8141)
0.06 (0.8184)
8.26 (0.0239)
consumption
Fuel consumption per
1.7 (0.2335)
1.7 (0.2335)
0.63 (0.4535)
unit area
Slip of front driving
0.31 (0.5926)
0.31 (0.5926)
3.02 (0.1256)
wheel
Slip of rear driving
0.79 (0.4045)
0.79 (0.4045)
1.75 (0.2275)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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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8는 무논 로터리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샘플
수가 많지 않아 정확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쟁기 작업에 비해 유
의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밸래스트 조정과 타이어 공기압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 소비율의 경우 기어 단수의 영향만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래스트와 타이어 공기압의 경우에는 단위 면적
당 연료 소모량에서만 다른 결과에 비해 유의 수준이 조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샘플의 수가 적어 결과를 신뢰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쟁기 작업과 무논 로터리 작업 시 엔진의 출력과 속도 영역은 OECD 트랙터 시험
코드 2의 연료 소모량 측정 지점과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논 로터리 작업은 시
험 도중 시험 장비 파손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시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쟁기 작업
과 같이 조금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지 않아 앞서 실시한 분산 분석의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되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실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82 Rotavating operation in flooded field resul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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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슬립 컨트롤 시스템

구동륜의 슬립을 컨트롤하기 위한 슬립 컨트롤 알고리즘은 Fig. 3.83와 같이 구성
하였다. 슬립 컨트롤 알고리즘은 현재 구동륜의 슬립을 측정하여 히치 레버에 장착된
액추에이터를 구동하여 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작업부하를 조절해주는 시스
템이다.

Fig. 3.83 Slip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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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작업별 통합 조정 알고리즘
3.4.7.1. 쟁기 작업

Fig. 3.84 Flow char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lgorithm for plowing
operation.
Fig. 3.84는 쟁기 작업시의 통합 조정 알고리즘의 흐름을 나타낸 플로 차트다. 쟁기
작업은 견인 부하가 크고 부하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작업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주면서 구동륜의 슬립, 엔진 속도, 변속 단수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차축 중량
분포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통합 조정 알고리즘은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엔진의 출력, 타이어 크기, 작
업 종류, 엔진의 연료 소모량, 타이어 공기압-부하 테이블 등의 데이터를 입력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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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차축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을 미리 조정 하도록 구
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트랙터의 경우에는 앞선 문헌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전
후 차축의 중량 분포에 맞추어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국내 트랙터의 중량이
작고 부가 중량의 크기가 크지 않아 하중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쟁기 작업시에
는 전방 무게 추를 최대한 부착하여 중량 분포를 조정 하도록 하였으며, 로터리 작업
에서는 밸래스트조정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트랙터 자체의 저항
을 줄이기 위하여 중량을 최대한 제거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통합 조정 알고리즘은
자동 변속이 가능한 트랙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수동 변속 트랙터의 경우에는
작업 도중 변속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각각의 농작업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속 단수와 작업 속도가 정해져 있어 작업 전에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 변속
단수를 정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만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엔진이 정지하
려 하거나 혹은 엔진이 정격 속도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작업을 멈추고 변속 단수
를 조정한 후 다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엔진이 정지하려 하는 엔진 속도는 엔진
의 최대 토크점의 속도( )을 기준으로 하며 엔진의 정격 속도(  )를 최고 속도로 하
여 그 사이의 엔진 속도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작업이 시작하게 되면 쟁기 작업에서는 엔진 속도와, 슬립을 조정하는 두 가지 알
고리즘이 동시에 개별적으로 작동 하도록 한다. 엔진 속도는 엔진 컨트롤러에 내장된
엔진 속도 조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작동 하도록 하며, 슬립은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나타내었던 작업 경심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 때 작업 경심이 너
무 얕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히치를 상승시킨 이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씩 히치를 다시 하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슬립은 사
전에 설정한 슬립 Lower limit (8%)와 Upper limit(15%) 사이에서 유지될 수 있게 된
다. 여기서 슬립 조정은 쟁기 작업에서만 수행하도록 하며, 나머지 작업에서는 슬립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슬립 조정을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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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로터리 작업

Fig. 3.85는 로터리 작업 알고리즘을 나타낸 그림이다. 로터리 작업은 쟁기 작업과
는 다르게 PTO 동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견인 부하가 쟁기 작업에 비하여
매우 작으며 따라서 구동륜의 슬립, 차축 중량 분포, 타이어 공기압 등의 영향은 쟁기
작업에 비하여 두드러지지 않는다.
로터리 작업도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작업 전, 밸래스트와 타이어 공기압을 조정
하도록 한다. 이 때, 밸래스트는 쟁기 작업과는 다른 수준으로 조절하여야 하며, 현재
보유한 T623모델의 경우에는 로터리 작업의 중량 분포를 맞춰 주기 위해서는 전방
무게 추를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Fig. 3.85 Flow char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lgorithm for rotavat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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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작업 알고리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경운 속도비를 결정하는 것이
다. 로터리 작업은 작업 수행 시 작업 속도와 로터리 날의 회전 속도의 비인 경운 속
도비에 따라 경운 작업의 결과가 달라짐에 따라 우선 적으로 작업자가 작업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경운 속도비를 결정하고 앞서 제시된 경운 속도비 조정 알고리즘을 통
하여 최적의 경운 속도비를 결정하도록 한다.
로터리 작업 알고리즘 또한 자동 변속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수동 변속기의
경우에는 앞서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변속 단수를 일정 단수로 고정하고 작업이 불
가능할 시에는 변속 단수를 조정하도록 한다.
로터리 작업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될 조정은 엔진 속도 조정뿐이며, 엔진 속
도 조정은 경운 속도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운 부하에 맞춰 최소한으로 유
지하여 주도록 한다.
3.4.7.3. 운반 작업

Fig. 3.86는 운반 작업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나타낸 플로 차트다. 운반 작업의 경
우에는 작업 부하의 수준이 작고 다른 작업에 비하여 작업 속도의 분포가 매우 다양
하다. 특히 작업 도중 변속이 가능하며, 주행하는 토양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
고 있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이 높을수록 구동륜의 슬립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를 반영하여 운반 작업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Brixius 식에서 제공하는 차륜
계수를 이용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엔진 속도는 쟁기 작업에 비하여 높이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후 서술하게 될 엔진 속도 조정 알고리즘에 운반 작업이 많이 이루어
지는 엔진 부하 영역의 엔진 속도 조정을 쟁기 작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
도록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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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6 Flow char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lgorithm for transport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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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 조정 알고리즘 검증
4.1. HILS 기반 ISO-BUS 트랙터 시뮬레이터 개발
4.1.1. 개요

ISO-Bus 트랙터 시뮬레이터는 통합조정 알고리즘을 통합 계측 트랙터에 적용하기
에 앞서 가상의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 하여 통합조정 알고리즘의 타당성 및
개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통합조정 알고리즘의 개선 방향 및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트랙터를 이용한 포장시험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앞서 개발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앞서
설정한 통합 조정 시스템의 요소 기술을 통합한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가상의 시뮬레
이션 환경에서 그 효과를 알아보고 알고리즘의 개선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한다.
ISO-BUS 시뮬레이터는 Fig. 4.1에서와 같이 3개의 전자제어장치(ECU), GPS 모듈,
120옴의 종단저항을 연결한 CAN Bus 및 랩탑 PC로 구성하였다. 랩탑 PC는 2가지
기능 즉, ECU가 수신할 각종 센서의 신호를 앞서 개발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ECU에 맞는 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기능과 각각의 ECU가 ISOBus로 송신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트랙터의 작업 상태를 모니
터링 하는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한 제어 및 가상 터미널의 기능을 수행한다. ECU
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A/D converter, ISO-Bus를 제어할
CAN Controller가 내장된 MCU(Microprocessor control unit), CAN 신호를 MCU를
위한 시리얼 통신으로 변환하는 Transceiver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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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chematic diagram of ISO Bus simulator
4.1.2. CAN 통신 및 ISO 11783
4.1.2.1. CAN 통신 개요

CAN(Controller area network)통신은 다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간의 통신을 위해
개발된 시리얼 통신 규약이다. 자동차의 수많은 센서 들과 ECU를 서로 연결하기 위
해 필요한 케이블을 단순화하기 위해 독일에 Bosch 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오늘날
에는 CAN 통신이 지닌 이점으로 인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 의료용 기
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CAN은 실시간 분산 제어를 지원하는 멀티 마스터 형식의 시리얼 통신방식을 지니
고 있으며 메시지 크기가 작은 고속 제어 계측 시스템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멀티 마
스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주소를 지정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CAN 버스 라인에 Broadcast 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각각의 메시지마다 할당된 식별
자를 통해 메시지를 서로 구별하며 중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메시지마다 부가되는
ID에 의해 노드에 대한 종속성이 없으므로 네트워크 구조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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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Fig. 4.2은 일반적인 시리얼 통신인 UART 통신과 CAN 통신 사이의 차이
점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4.2 UART network(point to point) and CAN network(Multi-master)
또한 서로 꼬여 있는 통신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자파나 노이즈가 통신선
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아 외부 노이즈에 강인한 특성
을 지니고 있어 농업 기계 분야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외부 노이즈에
강한 특성을 지니긴 했지만 외부 환경에 의해 메인 CAN 버스의 이상을 자체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만일 오류가 일정 범위 이상을 넘어선 경우 오류
를 발생하는 노드의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 또한 지니고 있다.
CAN은 기본적으로 꼬여 있는 두 가닥의 전선을 이용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버스를 형성하고 기본적인 버스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센서 등 모든 장
비가 노드형태로 부착된다. 이때 버스 양쪽 끝에는 되돌아오는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종단 저항을 설치한다. Fig. 4.3은 기본적인 CAN 통신 네트워크 구성을 보여준다.

Fig. 4.3 Configuration of CAN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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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CAN 노드들은 CAN 버스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CAN Transceiver와
CAN 프로토콜에 따라 통신 제어를 담당하는 CAN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CAN 컨트롤러가 Micro-controller에 내장 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CAN 버스는 High와 Low의 두 가닥의 전압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신호를 주고받
는 구조로 되어 있다. CAN 버스 두 선의 전압 차이가 일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이를 우성 비트 (Dominant bit)로 인식하고 ECU는 이를 ‘0’의 로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전압 차이가 일정 범위 아래로 내려갈 경우 이를 열성 비트 (Recessive
bit)로 인식하고 ECU는 ‘1’의 로직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성과 열성을 넘나드는 부분
을 Edge라 하며 보통 Edge를 기준으로 모든 ECU들이 동기화를 실시한다. Fig. 4.4는
CAN 버스의 신호를 ECU가 인식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Fig. 4.4 CAN Bus signal and voltage level
CAN 버스는 멀티 마스터 방식으로 하나의 버스에 여러 개의 노드가 연결된 형태
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버스가 사용 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노드라도 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다수의 노드가 동시에 버스에 메시지를 송신할 경우에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CAN에서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메시지 프레임
에 중재 필드(Arbitration field)를 만들어 메시지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Fig. 4.5에서와 같이 3개의 노드가 동시에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 6번 비트까
지 동일한 값을 지니기 때문에 모두 송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어느 5번 비트
의 경우 노드 1과 3이 Dominant 비트를 지니기 때문에 Recessive 비트를 송신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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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2는 그 뒤로 송신을 멈추고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2번 비트에서
Dominant비트를 송신한 노드 3만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메
시지를 송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CAN에서 ID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때 대기를 하게 되는 노드 1과 노드 2는 다음번 차례에 다시 송신
을 시도 할 수 있으며 송신이 이루어질 때 까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ig. 4.5 CAN arbitration field
4.1.2.2. ISO 11783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농업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트랙터
및 농용 작업기에 대한 전자 제어 시스템의 발달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트랙터 전자
제어 시스템의 증가는 트랙터 및 다양한 작업기들 사이의 통합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의 구성을 통한 통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트랙터와 같은 다양한 작업기를 요
구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작업기에 장착된 전자 제어 유닛(ECU)을 자동으로 인식하
고 자신의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며 또한 자유롭게 통신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
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와 작업기들 간의 통신 및 제어, 트랙터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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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유닛들을 통합 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ISO 11783이라는 국제 표준 규격
이 탄생하였다.
ISO 11783은 기본적으로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일반 트럭과 트레일러 시스템들
로 이루어진 전자 제어 장비들의 통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SAE J 1939 프로토콜을 기
반으로 하여 농업용 장비에 필요한 작업기, 작업 관리, 가상 터미널 시스템 등을 제공
하고 트랙터와 작업기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구조
는 SAE J 1939의 메시지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많은 부분 또한 J1939의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현재 ISO 11783은 총 1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에 대한 내
용은 아래의 Table 4.1에 계략적으로 나타내었다.
Table 4.1 Configuration and status of ISO 11783
Document
Description
ISO 11783-1
General standard
ISO 11783-2
Physical layer
ISO 11783-3
Data link layer
ISO 11783-4
Network layer
ISO 11783-5
Network management
ISO 11783-6
Virtual terminal
ISO 11783-7
Implement message layer
ISO 11783-8
Drive train message layer
ISO 11783-9
Tractor ECU interconnection unit
ISO 11783-10
Task controller applications layer
ISO 11783-11
Mobile data element dictionary
ISO 11783-12
Diagnostics
ISO 11783-13
File server
ISO 11783-14 Sequence control(Under development)

Update
2007
2002
2007
2001
2001
2004
2009
2006
2002
2009
2007
2009
2007
2013

ISO 11783은 기본적으로 CAN 2.0B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 이는 CAN 2.0B가
29bit의 식별자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의 농업용 트랙터용 작업기의 성장 가능
성을 염두 하여 둔 것이다. ISO 11783은 기본적으로 CAN 2.0B의 메시지 프레임 형
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를 조금 더 확장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농업용 장비가
지닌 다양성과 확장성에 기반을 두어 좀 더 세밀화 하여 분류 한 것이 특징이다.
대분의 ISO 11783은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표준인 J1939의 포맷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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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따르고 있다. J1939는 일반 상용 차량의 시리얼 통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
며 ISO 11783과 마찬가지로 CAN 2.0B 형식을 따라 제작되었다. 특히 두 가지 표준
모두 차량 속도, 엔진 속도, 연료 소모량 등의 물리적 변수에 대한 범위는 물론 메시
지 형태, 해상도, 전송 방식 등을 대부분 정의해 놓은 상태이며 사용자로 하여금 상황
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았다. 아래의 그림은 트랙터에 장착된 ISO 버
스의 기본적인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트랙터의 자체적인 내부 ISO 버
스와, 작업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설정할 수 있는 Virtual terminal, 그리고 작업기
버스와 ECU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6 Configuration of tractor ISO-BUS
4.1.3. 시뮬레이터 구성
4.1.3.1. ECU 설계

ECU는 통합 계측 트랙터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 에서 측정된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
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다시 ISO 11783 표준에 따라 ISO-Bus로 전송하
며, ISO-Bus로 전송된 다른 ECU의 데이터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신호를 수신하여
일련의 임무를 수행한다. ECU가 수행하는 일련의 임무는 엔진 속도, 구동륜 슬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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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엔진 스로틀, 변속 기어, 경심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Fig. 4.7은 ISO-Bus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3개의 ECU와 각 ECU가 측정하는 센
서 들의 종류 및 제어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엔진 ECU는 엔진 속도, 출력토크, 연료
소비량을 모니터링하며, 랩탑 PC에서 전송된 엔진 속도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이에
따라 엔진 스로틀 레버에 장착된 모터를 구동하도록 구성 하였다. 변속기 ECU는 구
동륜의 속도와 출력토크 및 변속기어를 모니터링 하여 트랙터의 주행상태에 대한 정
보를 ISO-Bus로 전송한다. PTO 및 Drawbar ECU는 작업기 ECU의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것으로서 ISO-Bus 내부에서 직접 작업 부하를 모니터링 하여 제어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GPS 모듈은 자체 ECU가 내장된 GPS 속도 센서 로서 트랙터의 속도
를 CAN Bus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tmel사의 CAN controller 내장형인 AVR계열의 AT90CAN128 프
로세서를 MCU로 사용하였으며, Microchip사의 MCP2551을 CAN Transceiver로 사용
하였다. Table 4.2는 MCU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고 Table 4.3는 ECU들이 ISO-Bus로
전송하는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Fig. 4.8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MCU 모듈을 나타낸
사진이다.

Fig. 4.7 ECU configuration and ISO-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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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Specifications of AT90CAN128 micro processor
Item
Specification
Manufacturer
ATMEL
CPU Series
AVR CAN
Core Size (bit)
8
CPU Speed (MHz)
16
No. of I/O's
53
Program Memory Size (kB)
128
Memory Type
FLASH
EEPROM Size (kB)
4
RAM Size (kB)
4
Oscillator Type
Internal
Interface
CAN, JTAG, Serial ,SPI,USART
Supply Voltage (V)
2.7 to 5.5
Operating Temp (°C)
-40~+85

Fig. 4.8 CAN controller & transceiver with micro-process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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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Message configuration of ISO-BUS
ECU
Name
PGN
EEC1 (Electronic Engine 0x00F004
Controller 1)
(61444)
Engine LFE (Fuel Economy_Liquid) 0x00FEF2
(65266)
TFAC (Engine Throttle/Fuel 0x00F01A
actuator control command) (61466)
ETC2 (Electronic
0x00F005
Transmission Controller 2) (61445)
TCFG (Transmission 0x00FEE2
Configuration)
(65250)
TCU
ETC5 (Electronic
0x00FEC3
Transmission Controller 5) (65219)
EBC2 (Wheel Speed
0x00FEB
Information)
F (65215)
RHS
(Primary or rear hitch 0x00FE45
(65093)
status)
PTO HPTOC (Hitch and PTO 0x00FE42
commands)
(65090)
RPTO (Primary or rear 0x00FE43
PTO output shaft)
(65091)

Identifier
(Hex)
CF00400
18FEF200
10F01A00
18F00503
18FEE203
1CFEC303
18FEBF03
CFE45EF
CFE42EF
CFE4307

Data
RPM,
Torque
Fuel,
Throttle
Throttle(Co
mmand)
Gear ratio,
gear
Gear ratio,
Gear
Forward,
Reverse
Wheel
speed
Hitch
position,
Draft force
PTO, Hitch
command
PTO status

엔진 ECU는 엔진 속도, 엔진 토크, 연료 소모량, 사용자의 스로틀 페달 입력을 센
서로 입력받으며, 입력 받은 정보를 ISO-BUS에 전송시킨다. 또한 입력된 정보를 이
용하여 엔진 속도를 조정하도록 엔진 스로틀 레버에 장착된 모터를 회전시킨다. 아래
의 그림 4.9 은 엔진 ECU의 계략적인 구성도를 나타낸다.
변속기 ECU는 변속기, 차륜 등의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변속단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차륜의 회전 속도, 토크, 변속 단수, 전 후진 셔틀 명령 등을 입
력 받아 ISO-BUS에 전송시키며, ISO-BUS의 엔진 속도를 입력받아 변속기의 변속비
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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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Schematic diagram of the Engine ECU
또한 변속 단수 정보를 입력 받아 만약 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을 가능하게
하는 명령을 생성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트랙터는 자동 변속이 불가능한 모
델로써 추 후 연구를 통하여 위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한다. 현재의 트랙터는 수
동 변속 모델로써 변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속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그림 4.10 은 변속기 ECU의 계략적인 구성도를 나
타낸 그림이다.

Fig. 4.10 Schematic diagram of the T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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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및 Drawbar ECU는 작업기에 포함된 ECU를 대신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작업기의 작업 상태와 구동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구성하였다. PTO 회전속도,
PTO 축 토크, 동작 상태, 3점 히치의 위치, 견인 부하 등을 입력 받아 ISO-BUS로
전송하며, 작업 부하 및 슬립을 계산하여 3점 히치의 높이를 조정하는 명령을 생성하
도록 한다. 아래의 그림 4.11은 PTO 및 Drawbar ECU의 계략적인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11 Schematic diagram of the PTO & Drawbar ECU
4.1.3.2. ISO-BUS 하드웨어 구성

CAN 통신은 CAN-High, CAN-Low로 이루어진 꼬여있는 2가닥의 전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여기에 일반적으로 ECU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2가닥의 전선이 추가되어
총 4 가닥의 전선이 사용된다.
사용된 전선은 외부로 부터의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포
일로 감싸지고 CAN-High, CAN-Low의 전선이 꼬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이는
제어 시스템과 그 이외의 전자 장비를 장착할 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CAN의 잡음에 대한 강건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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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품을 사용하였다. ISO-BUS에 사용되는 노드 커넥터는 특별히 규격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고 신뢰성이 높은 4핀 커넥터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Fig.
4.12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케이블을 나타낸 것이며 Fig. 4.13은 노드 커넥터를 나타
낸 것이다.

Fig. 4.12 Four wire cable used for ISO-BUS

Fig. 4.13 Node connector used for ISO-BUS
또한 PC의 제어프로그램과 CAN Bus간의 상호통신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CAN
Analyzer가 CAN Bus에 포함되는데, CAN Bus에서 송수신되는 CAN data를 PC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Serial 통신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CAN Analyzer는 Realsys
社의 CANPro를 사용하였다. Table 4.4 은 Analyser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며, Fig.
4.1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Analyser의 사진을 나타내며, Fig. 4.15은 ISO –BUS 시
뮬레이터 하드웨어를 구성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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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Specification of CAN pro Analyzer
Items
Specification
Interface
High pararrel bus-USB
MCU
DSP 40Mhz
Power (V)
5
Supply mode
CAN2.0A/B

Fig. 4.14 CAN Pro Analyzer

Fig. 4.15 ISO-BUS tractor simulator
- 182 -

4.1.4. 트랙터 시뮬레이터 제어 프로그램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어하고 앞서 제작된 통합 조정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과 함께 랩탑 PC 에 내장되는 제어 프로그램
은 National Instrument(Texas, USA)의 LabVIEW 2009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트
랙터의 운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각의 ECU들이 ISO-Bus로 전송하는 데이터
를 입력 받아 현재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다시 ISO-Bus로 제어 알고리즘에 의하여
생성된 제어 데이터를 송출하는 기능을 한다. 아래의 그림은 컨트롤 프로그램의 제어
패널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4.16 Front panel of contr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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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ISO-BU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통합 조정 알고리즘 검증
4.1.5.1. 실험 방법

앞서 제작된 ISO-BU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실험방법은 ISO-BU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쟁기 작업을 수행 하는 것으로,
통합 조정 알고리즘이 적용된 제어 프로그램과 연결하지 않고 1000초 동안 작업을 수
행한 데이터와 제어프로그램을 연결한 후 작업을 수행한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제어프로그램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스로
틀 열림량 100%, 변속 단수 7단(6.94km/h @ rated engine speed), 과도한 슬립 발생
을 위하여 작업 경심 20cm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어기를 연결하였을 때의 초기 값은
기어 단수를 제외하고 제어기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값으로 40초 동안 동작
한 이후 나머지 960초 동안 제어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기어 단수만은
예외적으로 제어기가 연결되었을 때 초기 값 4단으로 설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앞서
개발한 작업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토양 및 작업기
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PC에 내장되는 제어 프로그램은 National Instrument 社의 LabVIEW 2009를 이용
하여 제작하였으며, ISO-Bus에서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여 다시 ISO-Bus로 제어 데
이터를 송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 때 수신하는 데이터 중 핵심이 되는 데이터는 엔
진 회전속도, 스로틀 열림량, 변속 단수, slip, 작업 경심이 되며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
로 앞선 작업 종류에 따른 제어 알고리즘을 따라 최적의 연료소비를 가지는 스로틀
열림량과 변속 단수, 작업 경심을 송출하는 식으로 제어가 이루어진다.
ISO-BUS 시뮬레이터에 사용된 엔진 속도 조정 알고리즘은 엔진 회전수를 낮추었
을 때의 효과를 계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후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터
구축 시에 엔진 속도 조정 알고리즘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이 때 변속
단수 제어와 스로틀 열림량 제어가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작업기 hitch 위치 제어를
통한 슬립 제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제어 알고리즘은 Fig. 3.81을 기준
으로 작성하여 Fig. 4.17과 같이 시뮬레이터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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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low chart for ISO-BUS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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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실험 결과 및 분석

아래의 Fig. 4.18는 제어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엔진 속도를 나타낸 그림
이다. 제어가 없을 때 엔진은 스로틀 열림량 100, 변속 단수 7단에서 회전수 약
1900RPM에 도달하였다. 제어를 할 때 조정 알고리즘의 첫 단계로써 변속 제어가 시
작되며 변속단수는 초기 4단에서 점점 변속하여 7단까지 증가하였고, 이때의 엔진의
회전수는 제어가 없을 때와 비슷한 약 2000RPM에 도달하였다. 이후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슬립과 엔진 속도 제어가 이루어지게 된다. 슬립 제어의 경우 작
업 부하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초반에 약간 엔진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다. 이후 엔진 속도의 제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스로틀 열림량이 이
감소하며 엔진의 회전수는 약 1500RPM에 도달 하였다. 이는 작업 부하에 따른 엔진
회전 속도 제어 목표인 1400 ~ 1800 RPM 영역 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4.18 Engine speed results comparison of control & n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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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Fuel consumption results comparison of control & non control
Fig. 4.19는 연료 소모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위의 그림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엔진 속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엔진
회전 속도의 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제어가 없을 때 연료소모량은 엔진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약 14L/h에 머물렀고, 제어를 할 때의 연료소모량
은 변속 단수가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증가하고 다시 떨어짐을 반복하다가 엔진 속도
제어와 슬립 제어에 의하여 서서히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8L/h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제어가 없는 경우 값인 14L/h 대비 56%수준으로 44%의 연료소모량 절감효과를 나타
내었다. 이는 알고리즘에 의한 시간당 연료 소모량의 감소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검
증되었으며, 특히 엔진 속도 제어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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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Velocity results comparison of control & non control

Fig. 4.21 Slip results comparison of control & non control
Fig. 4.20 는 제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작업 속도를 비교한 것이며, Fig. 4.21는
그 때의 구동륜의 슬립을 나타낸 것이다. 제어가 없을 때 트랙터의 속도는 약
4.4km/h였으며, 구동륜의 슬립은 25% 이었다. 제어가 있을 때 속도는 변속 단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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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최고 6km/h까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여 제어를 하지 않을 때와 비슷
한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구동륜 슬립의 경우 제어를 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
정도에 머물렀다.
제어를 수행하였을 때 엔진의 회전수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와 작
업 속도가 비슷한 이유는 슬립 제어가 이루어짐에 따라 구동륜의 슬립이 감소하게 되
면서 트랙터의 주행 속도가 자연스럽게 보상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일어나게 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제 농작업에서도 구동륜의 슬립 조정을 통하여 속도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22은 견인부하를 나타낸 그림이며, 슬립 조정에 따른
부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4.22 Draft force results comparison of control & n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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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results comparison of control
& non control

Fig. 4.24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results comparison of control
& n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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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연료 소비율(SVFC)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Fig. 4.24 작업 면적당 연
료 소모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제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55 L/kWh정도를 나타내었으며 제어를 하였을 경우에는 약 0.5 L/kWh의 값을 나타
내었다. 이는 10% 정도의 개선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작업 부하가 클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슬립 제어를 할 경우에는
작업 부하를 감소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하 내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제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약 16 L/ha정도였으
나 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 10 L/ha정도로 약 37.5% 가량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
었다.
ISO-BU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통합 조정 알고리즘의 검증에 대한 결과 단위 시간
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약 44%, 연료 소비율은 10%,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약 37.5 % 가량의 연료 절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통합 조정 알고
리즘을 이용한 통합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충분한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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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터 구축
4.2.1. 밸래스트 및 타이어 공기압 조정

밸래스트와 타이어 공기압은 실시간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밸래스트와
타이어 공기압은 작업 전 미리 조정하여 작업을 시작하는 변수로 규정하고, 작업 중
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다양한 규격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트랙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공기압, 일본 공업 규격, 한국 산업 규격 등이 존재하며, 각각의 규격에 따
라 권장 공기압 수치가 다르다. 특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공기압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 규격에 비하여 50% 이상 많은 값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등,
199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가장 작게 규정한 한국 산업 규격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는 앞선 요인 실험 결과 타이어 공기압이 적을수록 연료 소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은 한국 산업 규격 KS
M6752(KS, 2009)에서 규정한 농업용 타이어의 최대 허용 하중에 따라 결정하였다. 타
이어 공기압은 작업 전 컴프레서와 디지털 공기압 측정기를 이용하여 조정하였으며,
타이어에 공기압 센서를 부착하여 주행 중에도 운전석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Lee et al., 2010). Fig. 4.25는 타이어의 공기압 감시 시스템을 나타
낸 것이다.
국내의 트랙터는 외국산 트랙터에 비하여 중량이 가볍고, 밸래스트 무게 추를 이용
한 중량 분포의 조정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밸래스트 조정 범위의 조
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트랙터에서 조정 가능한 범위로 조정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밸래스트 조정을 통한 전후 차축의 중량 분포는 무게가 314 N
인 무게 추를 트랙터 전방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다. 이때 차축에 작용하는
중량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차축 하중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미
리 결정하였으며, 부가 중량을 추가하거나 혹은 작업기가 추가 되었을 경우에는 식
(2.1)~(2.3)의 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차축 하중 측정 장치를 통하여 측정한 탑재
한 무게 추에 따른 차축의 중량 분포는 Fig 4.26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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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Tire inflation pressure monitoring system

Fig. 4.26 Axle weight distribution according to additional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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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엔진 속도 제어기 개발
4.2.2.1. 개요

엔진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엔진 속도 제어 시스템은 제어 대상체인 트랙터, 제어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계측장비, 대상을 제어하기 위한 스
로틀 액추에이터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엔진 컨트롤러의 계략적
인 구성도는 Fig. 4.27 와 같다. 엔진 속도 제어 시스템은 스로틀 입력을 받기 위하여
스로틀 레버에 장착한 스로틀 포텐셔 미터, 입력축 부하에 감응하기 위한 입력축 토
크 미터, 엔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엔진 속도 측정 장치, 연료 소모를 측정하기 위
한 연료 소모량 계측 장치 등의 계측장비와, 계측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수
집 장비, 그리고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제어 신호에 맞춰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스로틀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트랙터는 동양물산 (Seoul, Korea)에서 개발한 T623 트랙터로
써 정격 출력이 47.61 kW, 정격 속도가 2200 rpm인 4륜구동 모델이다. T623은 C
3.3T 2232/2200 Caterpillar (California, USA) 터보 과급기가 장착된 4행정 3기통 배
기량 3300 의 직분사 디젤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공시 트랙터의 자세한 사양은 Table
3.1과 같다. 엔진 속도와 부하를 계측하고 엔진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스로틀 레버를
움직이도록 하는 액추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Atmel (California, USA) 사의
AT90CAN128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사용되었다. AT90CAN128 프로세서는 8비트의 마
이크로 컨트롤러로써, 128K의 Flash 메모리와, 10비트의 분해능을 가지는 8채널의 아
날로그 디지털 컨버팅을 지원하고 53개의 프로그램 가능한 I/O 포트를 지니고 있다.
특히 AT90CAN128 프로세서는 CAN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내장하
고 있다.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터는 기본적으로 앞서 개발된 통합 계측 시스템이 장
착된 트랙터를 이용하였으며 통합 계측 시스템 트랙터에 장착된 계측 시스템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엔진 속도 컨트롤 시스템에 필요한 입력축 토크, 연료 소모량,
엔진 속도 등은 통합 계측 시스템의 센서를 이용하였다. 스로틀 포텐쇼미터와 입력축
토크는 부드러운 운전과 잡음 제거를 위하여 10 Hz의 저역 통과 필터를 설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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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내장된 제어 함수로 입력되는 센서 계측 값들은 안정적인 제
어기 동작을 위하여 카르만 필터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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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Schematic diagram of engine speed controller.
4.2.2.2. 제어 알고리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엔진 속도제어기 개발을 위하여 PID 기반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제어기구성은트랙터동역학모델, 작업 부하 모델, PID 기반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 그리고 엔진의 부하를 검출하고 검출된 신호 처리를 위한 필터 부분과
Desired 엔진 속도 계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제어기 설계는 Mathwork 사
의 상용 프로그램인 Matlab/Simulink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Fig. 4.28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엔진 속도 제어기 구성을 블록선도로 간략화 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Fig. 4.28 Block diagram of engine spe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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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트랙터 동역학 모델

Fig. 4.29 Block diagram of tractor dynamic model.
트랙터 동역학 모델은 Fig. 4.29와 같이 구성하였다. 앞서 개발한 트랙터 모델은 엔
진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제어기 개발에 맞
는 간략한 동역학 모델을 위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트랙터 모델은 엔진 속도와,
제어기로부터 전달된 스로틀 입력, 그리고 실제 농작업을 통하여 계측한 작업 데이터
를 입력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엔진 회전 속도를 출력한다. 이 때, 변속 단수와 엔진,
차체의 관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엔진은 앞선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
찬가지로 엔진 맵을 기반으로 하여 동작하도록 하였으며, Matlab의 Lookup-table 을
이용하여 식 (4.1)과 같이 스로틀 입력과, 엔진 회전 속도에 따른 엔진 토크를 출력하
도록 하였다.
       

여기서,
 = 엔진 토크 (N.m)
 = 엔진 회전 속도 (RPM)
= 스로틀 열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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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출력된 토크는 다시 변속기 부분으로 입력되며, 결정된 변속 단수에 따른 변속비와
다양한 작업 부하 및 변속기의 효율을 고려하여 추진력, 부하 토크 등을 출력 하도록
아래의 식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  ×  
    


(4.2)

 
  
  × 

(4.3)

 × 
  
  × 

(4.4)



여기서,
 = 견인력 (N)
 = 엔진에 작용하는 PTO 부하 토크 (N.m)
 = 엔진에 작용하는 견인 부하 토크 (N.m)

= PTO 부하 토크 (N.m)

= 파워 트레인 전동 효율
 = PTO 전동 효율
 = 변속비
 = PTO 변속비

= 동반경 (m)
 = 견인 부하 (N)




 













이때 작업 부하는 실제 농작업 수행 시 트랙터에 작용하는 PTO 혹은 견인 부하이
며, 실제 농작업 데이터를 측정하여 부하 수준을 설정하였다.
견인력과 변속비, 그리고 트랙터의 등가 관성을 이용,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트랙터
주행 속도를 계산하도록 한다. 이렇게 계산된 주행속도를 이용해 다시 엔진 회전속도
를 계산하여 앞선 엔진 모델로 입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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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

여기서,
 = 트랙터 등가 질량 관성 모멘트 (  )
 = 각가속도 (   )






이때,  는 트랙터 질량과 변속기, 차축 등의 회전부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합하여 트랙터 전체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로 등가 변환한 값이며, 이는 아래의 식
(4.6)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위 식의 양변을 구동륜의 동반경으로 나눠 주면 아래와
같다. 이 때 각가속도  는 각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므로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
다.


     ×  ×  

  ×      






(4.6)

우변이  와 같으므로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으며, 이 때 좌변을 트랙터
질량과, 회전 부의 질량 관성 모멘트의 등가 질량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7)

 ×   

(4.8)





    
 

여기서,
 = 트랙터 주행 가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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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트랙터 등가 질량 (kg)
 = 트랙터 질량 (kg)
 = 휠, 변속기, 엔진 등 회전부의 질량 관성 모멘트 (  )
 =






이때 속도는 위의 식에서 계산된 가속도 값을 적분하여 나타내며, 이때 구동륜의
슬립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실제 트랙터 주행 속도를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
낸다. 엔진 회전 속도는 이론 주행속도에 대하여 변속비를 곱한 값을 이용하였다.
       ×  
   

 

(4.10)
(4.11)

여기서,
 = 트랙터 실제 주행 속도 (  )
 = 트랙터 이론 주행 속도 (   )
 = 트랙터 초기 주행 속도 (  )





4.2.2.4. Filter & Desired engine speed calculator

피드백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어하
고자 하는 플랜트의 물리적 특성이 완벽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서를 통하여 측
정되는 노이즈와 같은 고주파 입력은 제어기로 하여금 이상 동작을 시키게 하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드백 제어기를 안정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센서를
통해 피드백 되는 측정값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하며, 알맞게 처리된 피드
백신호를 입력 받아 플랜트의 물리적 특성에 맞는 제어신호를 생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엔진에 작용하는 작업부하와 엔진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측
정된 변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갑작스런 부하 변동에 대한 제어기의 반응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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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재귀필터인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신호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칼만 필터의
알고리즘은 크게 예측과정과 보정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스템 모델 변수 A, H,
Q, R을 선정하고 측정값 Z를 이용하여 추정 값 x를 구할 수 있다. 칼만 필터 알고리
즘은 아래의 그림 4.30과 같고, 필터 처리 된 엔진 토크와 desired RPM 값은 그림
4.32~4.33와 같다. 알고리즘에 사용된 모델 변수들은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결
정하였다.

Fig. 4.30 Kalman-filter algorithm.
엔진속도 결정기는 작업부하에 맞춰 엔진의 최적 연료효율을 나타내는 지점의 속도
를 출력해주는 부분으로 Fig. 4.31 의 맵을 이용하여 엔진의 속도를 결정 하였다. 엔
진의 연료 효율을 나타내기 위한 연료 효율 선도는 Kim(2010)이 개발한 연료 효율
예측식을 이용하였다. 연료 효율이 최적인 지점의 엔진 속도는 Fig. 4.31 내에서, 엔진
토크에 대하여 연료 효율이 최적이 되는 지점을 연결한 곡선과 작업 부하에 의한 엔
진 토크가 만나는 지점으로 결정하였다(화살표). 이는 작업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하
면서 최적의 연료 효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연료효율이 최적이 되는 곡선(Optimum
curve)은 엔진 토크에 대해 연료 효율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고 그 지점들을
이어 주는 지수 함수 형태의 회귀식으로 나타내어 Fig. 4.31과 같이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엔진의 운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곡선을 엔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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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속도 지점으로 지수 함수 형태로 휘어지도록 모델링 하였다. 이는 부하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엔진 속도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으로써, 제어의 편의성뿐만 아니
라, 저 부하에서의 엔진 속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뮬레이터에 활용된 엔진
속도 조정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 엔진 속도를 머물게 할 뿐이므로, 엔
진 범위를 크게 활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엔진에 작용하
는 부하에 대하여 폭 넓은 엔진 속도의 활용은 물론 더 높은 연료 효율점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엔진 속도 조정 알고리즘을 수정하였다.

Fig. 4.31 Optimum performance curve of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map.

Fig. 4.32 Filtered engine torqu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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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Filtered desired engine speed
4.2.2.5. PID 기반 피드백 컨트롤러

Fig. 4.34는 본 연구에서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설계한 피드백 컨트롤러를 나
타낸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앞선 알고리즘을 통하여 결정된 최적 엔진 속도는 작업
부하 변동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드백 제어를 통한 PID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엔진 속도를 연속적으로 추종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엔진 속도를 피드백 받아 앞서 결정된 최적 엔진 속도와의 차이를 구
하였으며, 이때의 차이 값은 PID 컨트롤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엔진의 스로
틀 열림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적분기의 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Anti
Wind-up 제어기를 설치하였다. PID의 Gain 은 기준 입력에 대하여 반응 속도, 오버
슈트, 정상 상태 오차를 최소한으로 하는 Gain을 Try and error를 이용하여 결정하였
다. Try and error 기법은 변수를 튜닝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나,
직접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 변수 튜닝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어 진다. 튜닝을 통하여 결정된 PID Gain을 기준으로 하여 스텝 입력과 램프
입력을 통하여 원하는 엔진 속도를 추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작업 부하의 변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응답성 보다는 운전자
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엔진 속도를 조정 하도록 하였다. 특히 엔
진 속도의 변화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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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킨 이후에 실차에 적용하여 Try and error 기법을 활용하여 변수 튜닝을 실시하였
다.

Fig. 4.34 Feedback controller for engine speed control based on PID control
with anti wind-up.
4.2.2.6. 엔진 속도 제어 알고리즘

Fig. 4.35는 엔진 속도 컨트롤 알고리즘을 나타낸 그림이다. 엔진 속도 컨트롤 알고
리즘은 농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부하 변동에 맞춰 엔진의 속도를 조정하고 연료 효
율을 최적인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Fig. 4.31을 통하여 결정
된 최적의 엔진 속도는 부하 변동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속
적으로 최적의 엔진 속도를 추종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이때 최적의 엔
진 속도는 앞서 제작한 PID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추종하도록 하였다. 앞서 시뮬레이
터에 입력된 엔진 속도는 스로틀의 열림, 닫힘을 통하여 일정 범위 내에 엔진 속도를
머무르게 하는 정도였으나, 부하에 따라 엔진의 속도를 연속적으로 조정하도록 알고
리즘을 변경하였다. 이는 각각의 부하에 대하여 더 높은 연료 효율점을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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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Flow chart of the control algorithm.
4.2.2.7. 엔진 제어기 시뮬레이션

엔진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제작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스텝 입력, 램프 입력에 대한 응답과 실제 농작업을 통하여 측정된 엔진의 부하를 입
력하고 이에 따른 시간영역에서의 응답 특성을 확인하였다. 엔진의 비선형성으로 인
하여 고전적인 제어 이론을 통한 주파수 응답 안전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작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작업 수행 시 엔진의 부하 토크 변동에 따른 속도 추종성능
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작업 수행 시 부하 토크의 변동이 가장 큰
쟁기 작업과 고 주파의 부하 변동 특성을 지닌 로터리 작업의 토크에 대한 최적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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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추종하도록 하였다.
Fig. 4.36은 엔진에 작용하는 부하 토크를 스텝 입력으로 가정하여 입력한 것이다.
부하 토크가 입력되게 되면, 속도 제어기는 부하 토크에 따른 Desired 엔진 속도를 찾
는다. 이에 따라 엔진 속도는 부하 토크와 마찬가지로 step 입력을 받게 된다. Fig.
4.37은 부하 토크 입력에 따른 Desired 엔진 속도와 실제 엔진의 속도를 나타낸 그림
이다. 부하 토크가 입력됨에 따라, 엔진 속도 결정기에 따라 엔진 속도가 결정되게 되
며, 이를 통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엔진의 거동을 나타내게 된다. 스텝 입력의 경우
에는 제어기의 추종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오버 슈트 또한 53 rpm 가
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목표 값 대비 3.6 % 가량이다. 정정 시간의 경우
목표 값의 2 %로 설정하였으며 Fig. 4.38의 검정색 점선 내로 들어오게 되는 시간을
나타내며, Step 입력에 대하여 대략 2.2 초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36 Step input for engine spe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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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Step response of engine speed controller

Fig. 4.38 Maximum overshoot and settling time of engine spe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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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Fig. 4.41는 램프 입력에 대한 시간 응답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램프
입력은, 40초간 0~200까지 부하 토크를 증가 시킨 후 차츰 감소시키는 것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하의 변동은 스텝 입력 보다는 램프 입력
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Fig. 4.40는 램프 입력에 대한 Desired 엔진 속도와 실제 엔진 속도를 나타낸 그림
이다. 중간 중간 엔진 속도가 큰 변동을 보이는 부분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의 엔
진 맵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적으로 높은 추종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41은 Input에 대한 output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Input의 경우, 앞서
제작한 부하 토크에 대한 엔진 속도 결정기의 형상이 선형이 아닌 지수 함수 형태로
모델링됨에 따라, 부하 토크에 대하여 Input 엔진 속도 또한 지수 함수 형태로 약간
휘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Fig. 4.39 Ramp input for engine spe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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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Ramp response of engine speed controller (1)

Fig. 4.41 Ramp response of engine speed controll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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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과 Fig. 4.43는 쟁기 작업에서 측정한 부하 토크를 입력으로 하여, 응답성
을 확인하였다. 실제 트랙터 변속기 입력축에서 측정한 부하 토크는 엔진의 폭발 및
파워 트레인을 통해 전달되는 토크 변동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원래의 토크 신호를
그대로 이용하게 될 경우 큰 변동 폭으로 인하여 제어기의 안전성 및 트랙터의 주행
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필터를 이용하여 최대한 잡음을 제거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Fig. 4.42은 쟁기 작업시 측정된 변속기 입력축 토크를 나타낸 그림이
다. Fig. 4.43는 입력축 토크에 따른 엔진 속도를 추종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며,
Fig. 4.44는 이때의 스로틀 열림량 제어 신호를 나타낸 그림이다. 스로틀 열림량은 엔
진의 회전속도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Input 값이 매우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쟁기 작업 수행 시, 엔진 속도
제어기가 원하는 Input에 대하여 상당히 잘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부하의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엔진 속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이 경우, 변속기를 이용하여 작업 속도를 어느 정도 보완하여야 하지만, 이는 현재의
수동 변속기 구조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Fig. 4.42 Transmission input shaft torque of plow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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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Engine speed control during plowing operation

Fig. 4.44 Throttle command of plowing operation simulation
Fig. 4.45와 Fig. 4.46은 로터리 작업 시 변속기 입력축 토크와 그에 따른 엔진 속도
이다. 로터리 작업은 PTO 직결에 따른 부하 변동이 매우 큼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토크가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고주파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
어 속도도 매우 빠르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입력축 토크를 필터 처리한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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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Fig. 4.46은 로터리 작업시의 입력축 토크에 대한 엔진 속도 제어를 나타낸 그림이
며 Fig. 4.47은 이 때의 스로틀 열림량 제어 신호를 나타낸 그림이다. 로터리 작업은
쟁기 작업에 비하여 엔진 속도의 변동 폭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쟁기작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엔진 속
도 저하가 PTO 회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 속도와 로터리 날의 회전
속도의 적절한 비율을 판단하여 조절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제어기의 응답성 및 추종성을 판
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로틀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통합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45 Transmission input shaft torque of rotavat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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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6 Engine speed control during rotavating operation

Fig. 4.47 Throttle command of rotavating operat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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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스로틀 액추에이터

스로틀 열림 정도를 조정하기 위한 스로틀 컨트롤 시스템은 Fig. 4.48 과 같이 구성
하였다. 연료 펌프의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개별 서보 시스템을 지니고 최
대 44.0 kg.cm의 토크와 120도의 회전 각도를 지닌 DC 서보 모터 (Hitec,
HS-M7990TH)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트랙터 엔진의 거버너에 장
착 되어 있는 스로틀 레버와 캐빈 내의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금속 줄을 액셀러레이터 페달로부터 분리하여, DC 서보 모터에 장착된 풀리에 고정하
고, 그 풀리를 회전시켜 줄을 감는 방법을 이용하여 스로틀 레버를 움직여 스로틀 열
림량을 조절함으로써 엔진 속도를 조정하였다. 풀리를 회전시키기 위한 DC 서보 모터
는 엔진 속도 제어기로부터 생성된 스로틀 열림량 조절 신호를 PWM 형식으로 입력
받아 원하는 각도로 풀리를 회전시켜 엔진 속도를 조정하였다. 풀리의 크기는 정밀도
를 높이기 위하여 DC 서보 모터의 최대 회전 각도에 대하여 스로틀 레버의 변위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스로틀 열림량에 대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하여 트랙터 안전캡 내부에 위치해 있
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에 선형 포텐셔미터를 장착하여 페달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측
정된 변위 신호는 제어기로 전달되며 페달의 변위 값에 대하여 스로틀 열림량이 선형
적으로 대응되도록 하였다.

Fig. 4.48 Schematic diagram of throttle actu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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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9 Engine speed control system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ig. 4.49 은 트랙터에 장착된 스로틀 컨트롤 시스템의 구성품을 나타내며 왼쪽 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스로틀 포텐셔 미터, 변속 단수 입력 스위치, 엔진 속도 제어 시
스템 모니터링, 스로틀 조정용 풀리가 장착된 서보모터를 나타낸다.
4.2.3. 구동륜 슬립 조정 시스템

구동륜의 슬립을 조정하기 위한 슬립 제어 알고리즘은 그림 4.50 과 같이 구성 하
였다. 슬립 컨트롤 알고리즘은 현재 구동륜의 슬립을 측정하여 히치 레버에 장착된
액추에이터를 구동하여 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작업부하를 조절해주는 시스
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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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0 Flow chart for slip control system
그림 4.51 은 제어기 구성을 위한 Matlab Simulink내의 State flow chart를 이용하
여 슬립 제어기를 구성한 그림이다.

Fig. 4.51 State flow chart for slip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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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륜의 슬립 조정 알고리즘은 구동륜의 슬립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8~12
%) 작업 경심을 감소시키도록 하였으며, 구동륜의 슬립이 적정 범위 이내로 들어 올
경우 작업 경심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할 경우, 작업 경심을
증가시키도록 하여 작업 수준을 원래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엔진의 출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다.
히치의 조정은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캐빈 내부에 3점 히치 조절 레버에
장착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다. 구동륜의 슬립 조정은 쟁기 작업시에만 유효하기 때문
에, 로터리 작업에서는 이용하지 않았다. 아래의 그림은 구동륜 슬립 조정 시스템에
사용된 액추에이터를 나타낸 그림이며, 자세한 사양은 아래의 표와 같다. 리니어 액추
에이터는 내부에 포텐쇼미터를 내장한 형태로, 길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현재의 히
치의 높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52 Linear actuator for slip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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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Specification of linear actuator for slip control system
Item
Specifications
Manufacturer
Thomson Linear Co. USA
Model
Elactrak 1 SP
Supply voltage (V)
24
340
(Dynamic)
Maximum load (N)
1300 (Static)
Maximum speed (mm/s)
14 (no load) / 7 (max load)
Stroke (mm)
150
Full load duty cycle (%)
25
Potentio meter (kOhm)
10
4.2.4. 통합 조정 시스템

통합 조정 시스템은, 앞서 개발한 가상의 트랙터 시뮬레이터와 같은 구성으로 엔진
제어기, 변속기 제어기, 구동륜의 슬립 제어를 위한 히치 제어기로 구성하였으며, 각
각의 전자 제어 유닛들은 CAN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 통신을 주고받도록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통합 조정 시스템 유닛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변속기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트랙터에 사용되기 때문에, 변속
을 수행하는 기능은 담당하지 않고 변속 단수와 현재 차량의 속도 등을 모니터링 하
고 각각의 전자제어장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Fig. 4.53 Control box of integrated control system
- 217 -

Fig. 4.54 Configuration of integrated control system
Fig. 4.53은 통합 조정 시스템의 ECU들을 구성해 놓은 컨트롤 박스이며, Fig. 4.54
는 컨트롤 박스에 연결된 액추에이터와 DAQ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이다.

- 218 -

4.3. 통합 조정 시스템 성능 검증
4.3.1. 실험 방법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필드 시험은 견인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작업인
쟁기 작업과 PTO동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작업인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시스
템의 연료 절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결과와 이
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연료 소모량, 면적당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의 증감여부를 관찰 하였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쟁기작업은
15센티미터, 로터리 작업은 10센티미터로 작업 경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밸래스트
조정과 타이어 공기압 조정 및 변속 단수와 스로틀 열림량에 대한 입력은 운전자의
평소 습관에 따르도록 하였다. 작업 중간에 변속은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작업 속도
와 변속 단수 또한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에 맞춰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 때 작업
자들의 다양한 운전 습관을 고려하여 가혹 조건, 경제 운전 조건, 미숙 운전 등을 가
정하여 앞선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한 운전 프로파일에 맞춰 운전을 진행하도록 하였
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에 따라 작업을 한 경우와 변속단수, 경심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엔
진의 스로틀 열림량을 알고리즘에 따라 제어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밸래스
트 조정과 타이어 공기압 조정은 각 작업에 맞춰 가장 최적화 된 값을 유지하도록 하
였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업 중간에 변속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엔진의 속도를 조정하게 되면 작업 속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변속 단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수동 변속기이지만 변속 단수 조정에 대한 효과를 함께 확인하기 위하여, 작
업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을 때의
작업 속도와 같은 속도로 작업할 수 있도록 줄어든 엔진 속도에 맞춰 올라간 변속 단
수를 올려 작업 속도를 보정하여 동일한 속도에서 연료 소비 감소 효과를 확인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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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작업 구간은 앞선 작업 프로파일에 맞춰 쟁기작업과 로터리 작업 모두 작업준비 단
계인 작업기 상승, 하강, 토양 관입, 작업 구간 변경을 위한 선회 등은 제외한 순수
직진 작업 구간만을 데이터 처리에 이용하였으며 그 구간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연료 소모량, 면적당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을 평균을 취하여 그 결과를 시
스템을 이용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서로 비교하였다. 직선 작업 구간은 작
업 속도에 따라 20~50m 가량을 주행하도록 하였다.
시스템의 연료 절감 효과는 연료 소모량, 면적당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을 각각
의 시험조건에 대하여 증감률을 %로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동일 변속 단수 내에서 작
업을 진행한 경우와 동일한 작업 속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한 경우를 따로 분석하여
변속에 의한 연료 절감 효과 또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험에 이용된 작업기와 토양
조건 그리고 작업 조건들은 아래에 주어진 표와 같다.
Table 4.6 Specifications of the implements used in the study
Specification
Item
Rotary
Mold board plow
Length × Width × Height
970 × 2035 × 1130 2140 × 1805 × 1165
(mm)
Weight (N)
4326.21
3737.61
Type
Trailed
Mounted
Plowing width (mm)
1800
1810
Center of resistance from rear
1318
1583
axle (mm)
Table 4.7 Soil properties of experimental fields
Moisture
Cone index by depth (kPa)
Soil
Plot type content 0 cm 5 cm 10 cm 15 cm 20 cm 25 cm
(%)
Paddy Loam
38.9
201 615 732 735.2 1485.2 2425.1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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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결과 및 분석
4.3.2.1. 제어 성능 분석

제어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쟁기 작업 및 로터리 작업에 대한 엔진 속도, 슬립
제어에 대한 추종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쟁기 작업과 로터리 작업 중 동일
한 변속 단수로 수행한 데이터에 대하여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변속기 입력축 토크, 엔진 속도, 구동륜의 슬립에 대한 데이
터를 비교 하였다. 쟁기 작업은 M-3단, 로터리 작업은 L-4단을이용하였다.

Fig. 4.55 Measured input shaft torque and filtered torque during plowing operation
– manual control
위의 그림은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쟁기 작업 시의 입력축 토크와 필
터 처리를 통한 토크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필터 처리를 통하여 엔진의 폭발,
부하 변동에 의한 성분을 상당 부분 감쇠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 감응
에 따라 엔진의 속도를 조정함에 있어서 엔진에 작용하는 부하 토크를 이용하기 위해
서는 필터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는 입력축을 통하여 측정되는 토크는 부하의 변동,
엔진 폭발에 의한 변동 토크가 고주파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신호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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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입력축 신호에 필터 처리를 통한
값을 이용하여 제어 변수로 활용하였다.
Fig. 4.56는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쟁기 작업을 수행하였을 때의 엔진
속도와 최적 엔진 속도(Dr)을 나타낸 그림이다. 통합 조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
우 사용자의 입력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연료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지점
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운전 습관에 큰 영향을
받는다.

Fig. 4.56 Measured engine speed and desired engine speed during plowing
operation – manual control
Fig. 4.57는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쟁기 작업의 변속기 입력
축 토크를 측정한 값이다. 토크 변동의 경향성과 필터에 의한 안정성 확보는 조정 시
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Fig. 4.58은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쟁기 작업을 수행 하였을 때의 엔진 속도
와 최적 엔진 속도(Ref)를 나타낸 그림이다.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 부하
에 대하여 연료 효율이 최대인 지점의 엔진 속도를 조정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연료 효율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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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7 Measured input shaft torque and filtered torque during plowing operation
– automatic control
특히 엔진의 갑작스러운 부하 변동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속도 변동 폭이 심하지 않아 사용자가 별다른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Fig. 4.58 Measured engine speed and desired engine speed during plowing
operation – automat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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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9 Throttle command of the engine speed controller - plowing

Fig. 4.60 Optimal gear step from gear selection algorithm
Fig. 4.59은 쟁기 작업시의 Throttle 열림량에 대한 Command를 나타낸 그림이다.
스로틀 열림량은 34 ~ 40 %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엔진 속도에 비례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엔진 속도 변동폭이 크지 않아 스로틀 열림량의 조정 범위도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60은 변속 알고리즘에 따른 최적의 변속 단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현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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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트랙터의 경우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변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최적의 변속 단수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기 위하여 7단 (M-3)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4.61은 로터리 작업 시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을 때
변속기 입력축에 작용하는 부하 토크와, 필터 처리된 토크를 나타낸 그림이다. 로타리
작업은 쟁기 작업과는 다르게, PTO 직결구동에 따른 부하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
난다. 이러한 부하를 바로 이용할 경우에는 엔진의 속도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된다.
이에 따라 로터리 작업의 입력축 토크를 필터 처리 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평균 부하의 형태를 띄게 되며 이는 쟁기 작업에 비하여 부하의 변동폭이 매우
작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로터리 작업에서는 부하의 변동에 따른 속도 변동폭
이 매우 적고, 부하 변동 또한 심하지 않아,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Fig. 4.62은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로터리 작업을 할 때의 엔진 속도
와 최적의 엔진 속도(Dr)을 나타낸 그림이다.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두 속도 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Fig. 4.61 Measured input shaft torque and filtered torque during rotavating
operation – manu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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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2 Measured engine speed and desired engine speed during rotavating
operation – manual control
Fig. 4.63는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로터리 작업을 실시 하였을 때의 변속기
입력축에 작용하는 부하 토크와 필터 처리된 토크를 보여준다. 부하 토크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을 때와 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을 때가 큰 차이가 없
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63 Measured input shaft torque and filtered torque during rotavating
operation – automat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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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4은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한 로터리 작업 시의 엔진 속도와 최적 엔진
속도(Dr)을 나타낸 그림이다. 로터리 작업도 쟁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엔진 속도가 최
적 엔진 속도를 잘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로터리 작업은 쟁기 작업에 비하
여 부하 변동 폭이 작아 속도의 변동 폭이 작으나, 반면에 부하의 변동 주기가 쟁기
작업에 비하여 빠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버 슈트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로터리 작업시 로터리 날의 회전에 따른 부하 변동이 직결형태의 PTO 축을
타고 입력축으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4.66 는 통합 조정 시스템을 사용 하여 쟁기 작업을 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연료 소비량 (FC)에 대한 결과를 0.1초간 평균 처리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
스템을 사용하였을 때는 평균 5.84 L/h를 소모한 반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
우에는 평균 11.38 L/h를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9.13%의 개선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64 Measured engine speed and desired engine speed during rotavating
operation – automat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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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5 Throttle command of the engine speed controller - rotavating
위의 그림은 로터리 작업 시의 스로틀 열림량 제어 신호를 나타낸 그림이다. 쟁기
작업과는 다르게 스로틀 열림량의 변동 폭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짧은 시
간에 많은 동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로터리 작업의 부하 변동이 심함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되
며, 추후 로터리 작업의 부하 신호에 대한 추가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66 Comparison of FC under manual/automa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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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7는 시스템을 이용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FCA 값을 0.1초간 평균
처리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FCA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 하였을 경우에는 평균
7.38 L/ha를 나타내었으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균 11.97 L/ha를 나
타내어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면적을 작업할 시 38.31%의 연료 소모가 더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67 Comparison of FCA under manual/automaic control
아래의 그림은 시스템을 이용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쟁기 작업 시의 SVFC를
0.1초간 평균 처리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시스템을 이용 하였을 때는 평균 적으로
0.67 L/kWh의 연료 소비율을 보인 반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57
L/kWh의 연료 소비율을 나타내어 15.73 % 가량의 연료 소비율 절감 효과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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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8 Comparison of SVFC under manual/automaic control
Fig. 4.69는 쟁기 작업 시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 할 경우 슬립 제어가
동작할 때의 구동륜의 슬립을 나타낸 그림이며, Fig. 4.70는 컨트롤러의 제어 액추에
이터 구동 신호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어 범위는 8~12%에 대하여 3%의 Dead band를
부가하여 5~15% 내에서 슬립을 제어하도록 하였으며, 슬립 제어가 동작할 경우에는
슬립이 5~15% 내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슬립의 변동이 매우 심하
고 액추에이터와 히치 승하강 밸브의 동작 특성이 좋지 않아 정밀한 제어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71 은 슬립 제어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구동륜의 슬립 차이를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숙련된 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슬립을 5~15%내로 유지시키기 때문
에 Fig. 4.71 에서는 슬립 자동 제거를 Off 시키고 히치의 높이를 조절하지 않고 주행
시켜 슬립 컨트롤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230 -

Fig. 4.69 Slip ratio of driving wheel using control system

Fig. 4.70 Actuator command (0=hitch down, 1=neutral, 2=hitch up)

Fig. 4.71 Comparison between manual/auto slip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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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연료 절감 효과

Table 4.8과 4.9는 쟁기 작업에 따른 동일 변속 단수 내에서의 연료 소모량 (FC),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 (FCA), 연료 소비율 (SVFC), 작업 부하의 통합 조정 시스
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Non)와 통합 조정 시스템을 사용 하였을 때(Control)의 차
이를 %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4.8 Fuel consumption and Fuel consumption per tilled area
plowing operation.
FC (L/h)
FCA (L/ha)
Gear
step Non Control change
Non Control change
(%)
(%)
L-4 7.58
4.07 -46.31 16.18 13.23 -18.25
L-4 8.17
3.66 -55.25 17.65 10.89 -38.27
M-1 8.66
3.88 -55.22 18.93 11.6 -38.72
M-1 7.97
3.83 -51.99 16.37 11.16 -31.85
M-2 6.9
4.31 -37.6 10.56 7.45 -29.49
M-2 5.74
4.42 -23.03 8.89
7.91 -11.04
M-2 10.56 4.45 -57.87 13.82 8.01 -42.06
M-3 10.62 7.45 -29.87 11.09 10.64 -4.11
M-3 11.48 5.84 -49.13 11.97 7.38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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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Driving
type
Normal
Normal
Hard
Normal
Eco
Eco
Hard
Eco
Hard

Table 4.9 SVFC, Drawbar force results of plowing operation.
SVFC (L/kWh)
Drawbar force (N)
Gear
change
step Non Control change
(%) Non Control (%)
L-4 1.55 1.13 -26.8 8599.07 9472.02 10.15
L-4 1.49 0.98 -34.39 9324.49 9159.18 -1.77
M-1 1.19
0.8 -33.21 11608.6 11446.26 -1.4
M-1 1.3
0.8 -38.48 9832.31 10443.12 6.21
M-2 0.71 0.72 0.66 10236.52 8157.23 -20.31
M-2 0.66 0.71 7.24 9207.43 8975.76 -2.52
M-2 1.04 0.68 -34.5 11442.85 9182.02 -19.76
M-3 0.87 0.59 -31.88 10168.77 12759.49 25.48
M-3 0.67 0.57 -15.73 12691.07 9554.55 -24.71

Driving
type
Normal
Normal
Hard
Normal
Eco
Eco
Hard
Eco
Hard

동일 변속 단수 내에서라는 의미는 시스템을 작동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변
속 단수가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변속 단수 내에서는 단위 시간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 23.03 ∼ 57.87 %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으며, Eco 운전 방식에 비하
여 가혹 운전 방식에서 더 높은 감소 효과를 보였다. Eco 운전 방식이란 엔진의 스로
틀을 100% 열지 않고 중간 정도의 스로틀을 유지하여 운전자가 스로틀 레버를 조절
하는 방법으로, 가혹한 방식에 비하여 엔진 속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가혹한 방식
은 스로틀을 100% 개방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 운전 방식의 중간
정도를 의미하며 세 가지 모두 운전자의 평소 주행 방식을 따랐다.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4.11 ∼ 42.06 % 까지 감소하였으며, 동일 변
속 단수에서 작업 속도가 줄어들었음에도 연료 소모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엔진 속
도 조정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작업 수행시
작업 부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도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 부하는 작업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한 것이며, 작업에 따라 특별한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10와 4.11은 비슷한 속도 범위 내에서의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작업 면
적당 연료 소모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동일 속도 내에서는 동일 변속 단수 내에
비하여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감소 효과가 22.8 ∼ 45.26 %로 뚜렷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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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연료 소비율 지표들의 감소 효과도 매우 뚜렷하다. 이는 널리 알려진 GUTD
운전 방법으로써, 변속기와 엔진을 통합한 시스템을 통하여 더 높은 연료 절감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10 Fuel consumption results in similar velocity range
Velocity
FC
Non
Control Change(%)
Non
Control
2.96
2.83
-4.47
7.14
3.98
4.21
4.16
-1.28
7.17
4.58
5.77
5.07
-12.26
8.05
5.58
4.21
5.08
20.73
7.17
5.57
Table 4.11 SVFC and FCA results in similar velocity range
SVFC
FCA
Non
Control Change(%)
Non
Control
0.9
0.5
-44.17
15.12
8.28
0.62
0.45
-27.76
10.66
6.61
0.7
0.47
-33.04
8.34
6.44
0.62
0.57
-7.47
10.66
6.49

Change(%)
-44.18
-36.05
-30.66
-22.34
Change(%)
-45.26
-37.95
-22.8
-39.14

Table 4.12과 4.13은 마른 로터리 작업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동일 속도비 내에
서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하였을 때의 차이를
%로 나타내었다.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16.54 % 증가한 경우에서부터 59.71% 감소한 경우까지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큰 폭으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료 소모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조정 성능 보다 더 좋은 엔진 지점
을 선택하여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5.75 %가 증가한 경우에서부터 최대 50.56%
까지 감소한 경우가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엔진
속도 감소와 출력 감소에 의한 연료 소비량 감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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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감소하였는데 0.53 ∼ 41.85 %까지 감
소하였다. 이는 로터리 작업의 경우 엔진 회전 속도의 감소로 인한 PTO 출력 감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연료 소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PTO 출력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12 Fuel consumption and
rotavating operation.
FC (L/h)
Plowing
ratio
Non
Control
7.5
3.65
4.25
10.0
7.96
4.5
6.0
5.45
4.8
8.0
6.06
4.92
5.7
6.54
4.65
7.6
7.06
4.95
3.6
6.79
4.79
4.8
12.59
5.51
8.0
9.3
4.92
4.8
12.68
5.51
3.6
5.76
4.79
7.6
12.28
4.95
7.6
12.28
5.8
4.8
12.59
5.66
4.8
13.24
5.66
10.0
11.13
4.5
8.0
11.47
4.92

Fuel consumption per tilled area results of
Change
(%)
16.54
-43.53
-11.79
-18.82
-28.88
-29.88
-29.4
-56.22
-47.11
-56.53
-16.81
-59.71
-52.79
-55.1
-57.3
-59.61
-57.09

Non
16.32
24.34
15.33
17.18
16.14
17.58
10.57
16.17
21.31
14.92
9.61
23.27
23.27
16.17
16.09
27.78
23.73

FCA (L/ha)
Control
17.25
18.93
15.51
16.05
13.92
15.46
9.26
11
16.05
11
9.26
15.46
11.5
11.29
11.29
18.93
16.05

Change
(%)
5.75
-22.22
1.2
-6.59
-13.76
-12.07
-12.36
-31.94
-24.71
-26.26
-3.62
-33.57
-50.56
-30.13
-29.79
-31.85
-32.36

Table 4.14과 4.15는 인접한 속도비와 인접한 속도/서로 다른 속도비의 경우 연료
소모량의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첫 번째에 주어진 결과가 인접한 속도비
의 경우이다. 세 가지 모두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면적당 연료 소모량에 대하여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나, 속도비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작업 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되어 좋은 선택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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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SVFC and PTO power results of rotavating operation.
SVFC (L/kwh)
PTO Power (kW)
Plowing
Change
Non
Control Change
Non
Control
ratio
(%)
(%)
7.5
0.43
0.43
-0.53
9.15
10.52
14.94
10.0
0.79
0.46
-41.85
16.66
10.73
-35.58
6.0
0.44
0.41
-6.62
13.27
12.25
-7.65
8.0
0.46
0.45
-2.01
14.59
11.95
-18.06
5.7
0.45
0.4
-10.16
15.6
12.21
-21.7
7.6
0.5
0.42
-16.35
16.39
12.77
-22.05
3.6
0.44
0.4
-7.3
16.73
12.64
-24.42
4.8
0.59
0.43
-26.82
27.22
13.93
-48.85
8.0
0.72
0.45
-37.48
20.63
11.95
-42.06
4.8
0.47
0.43
-7.58
31.85
13.93
-56.29
3.6
0.42
0.4
-4.4
14.28
12.64
-11.44
7.6
0.68
0.42
-38.06
23.52
12.77
-45.69
7.6
0.68
0.4
-40.76
23.52
15.42
-34.44
4.8
0.59
0.42
-28.9
27.22
14.54
-46.59
4.8
0.56
0.42
-25.76
27.53
14.54
-47.19
10.0
0.76
0.46
-39.87
21.15
10.73
-49.27
8.0
0.7
0.45
-36.24
22.37
11.95
-46.57
Table 4.14 FC and FCA results in similar velocity and plowing ratio range
FC (L/h)
FCA (L/ha)
Plowing
ratio
Non
Control Change
Non
Control Change
(%)
(%)
8 : 7.6
11.47
4.95
-56.84
23.73
15.46
-34.85
10 : 5.7 11.13
4.65
-58.23
27.78
13.92
-49.91
8 : 4.8
11.47
5.51
-51.91
23.73
11
-53.63
Table 4.15 SVFC and PTO Power results in similar range
SVFC (L/kwh)
PTO Power (kW)
Plowing
ratio
Non
Control Change
Non
Control Change
(%)
(%)
8 : 7.6
0.7
0.42
-40.28
22.37
12.77 -42.91
10 : 5.7
0.76
0.4
-47.37
21.15
12.21 -42.26
8 : 4.8
0.7
0.43
-38.64
22.37
13.93 -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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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2 Engine Operating point using engine speed control algorithm.
위의 그림은 통합 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작업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엔진
사용 영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통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앞서 설정한 엔
진 알고리즘에 따라 최적 곡선을 따라 엔진의 부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준에 대하여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합 조정 알고리즘에 의한 최적 곡선 제어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엔진 속도 감소 및 부하 수준의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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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트랙터와 같은 농업용 기계들은 대부분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 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 문제 뿐만 아니
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 문제까지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랙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통합 조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트랙터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요소 조정 기술들을 조사 분석하고, 각각
의 요소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트랙터 컴퓨터 시뮬
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각각의 조정 기술들의 효과 및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농작업
별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완성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농작
업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쟁기 작업, 로터리 작
업, 운반 작업 등을 실제 작업 환경 하에서 수행하고 농작업 부하 수준 및 엔진 사용
영역을 구명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
터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료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 조정 알고리즘은 4개의 요소 조정 기술을 각 농작업의 특성에 맞게 통합
적으로 조정하여 트랙터의 연료 소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밸래스트 조정
을 통한 슬립 및 중량 분포 조정, 타이어 공기압 조정, 엔진 속도 조정, 슬립 조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밸래스트 및 타이어 공기압은 실시간으로 조정하기 힘든 변
수들이기 때문에 작업 전에 미리 적정 값을 유지 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이때
트랙터에 대한 기본 데이터 즉, 트랙터의 구동 형식, 엔진 성능 곡선, 전후 타이어 제
원, 부착 작업기 형식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 적인 통합 조정 알고리즘의 조정 순서
는 우선 밸래스트 조정을 통한 중량 분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한 후 결정된 중량
분포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주입하여야 한다. 그 후 엔진 속도와 슬립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하여 적정 범위로 유지하며 그렇게 않을 경우 실시간 제어를 통해 일정
범위에 유지시키도록 한다. 엔진 속도 범위는 앞서 말한 범위 내에서 제어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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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성을 위해 최적의 범위에 20 퍼센트 정도의 여유분을 마련
하도록 한다. 변속 단수는 엔진 속도가 최대 출력 점을 벗어날 경우 변속 단수를 올
려 주며 최대 토크 점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변속 단수를 낮추어 준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농작업의 경우 각 작업마다 알맞은 속도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므로 그 범위
를 벗어나지 않도록 변속 단수를 조정 하도록 한다. 만일 슬립, 엔진 속도 등이 적정
범위에 들지 않을 경우엔 작업을 할 수 없다 판단하고 작업기 교체, 밸래스트 조정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기가 교체 된 후에는 다시 처음의 과정을 반복하여 조정
하도록 한다.
(2) 트랙터의 계측 상태를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계측 시스템이 장착된
트랙터를 개발하였다. 통합 계측 시스템은 변속기 입력축의 토크, 회전 속도, 작업 속
도, 구동륜의 토크, 회전 속도, 연료 소모량, 작업 부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운전자
로 하여금 트랙터의 운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통합 조정 시스템을 구성
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3) 트랙터의 연료 효율은 엔진 속도, 변속 단수, 차축 중량 분포, 타이어 공기압,
농작업 종류 등의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각각의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트랙터의 연료 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으로 구명하기란 실
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작업 시 발생하는 변수들이 트랙터 연료
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Matlab R2012a (Mathworks, USA)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엔진 및 변속기 모델은 동양물산기업(주)의 T623모델의 제원을
이용하였으며 엔진의 부분 부하지점의 연료 소비율은 Kim(2010)이 개발한 예측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농작업에 따른 작업 부하를 예측하기 위하여 ASABE standard
2006 D497.5 에 제시된 작업 부하 예측식을 이용하였으며, 견인 출력 예측은
Brixius(1987)가 제시한 식을 이용하였다. Brixius식에 필요한 타이어 변형량은 접지압
과 타이어 공기압이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부가 중량에 따른 전후 차축의 중
량 분포는 T623모델의 제원을 이용하여 트랙터의 자유체 선도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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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트랙터의 작업 속도와 슬립 모델은 트랙터의 엔진으로부터 전달된 동력과
Brixius식을 통하여 예측된 견인력 중 작은 값과 작업 부하에 따른 견인력과 저항의
합과의 차이인 수평방향 추진력을 한번 적분하여 예측하였으며 차륜의 회전수와의 비
를 계산하여 슬립을 예측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모델은 실제 트랙터 시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실제 작업 데이터와 10% 내외의 오차를 보이며 경향성을 예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제 쟁기 작업과 로터리 작업, 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변속기 입력축, 구동 차
축, PTO 축의 부하 스펙트럼을 작성하였다. 입력축 부하 스펙트럼의 경우 마른논 로
터리 작업이 가장 큰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작업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하 스펙트럼에서  사이
클에 해당하는 부하의 크기는 정격 토크를 기준으로 대략 50 ∼150%의 부하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축 부하 스펙트럼의 작업에 따른 최대 부하의 크기는
정격 토크 대비 150 ∼ 250 % 정도로 나타났다. 후륜 구동 차축의 부하 스펙트럼의
경우 엔진으로부터 전달된 부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한 형상을 띄고 있다. 구동 차
축의 경우 엔진의 폭발에 의한 부하 변동이 트랙터의 전동 라인을 통하며 대부분 상
쇄됨에 따라 많은 저 부하 영역의 사이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 부하
영역대(20 ∼ 100%)의 사이클 수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이클에 해당하
는 부하는 20 ∼ 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변속기 입력축에 비하여 낮은 부하 수준
을 보였다. 밭 쟁기 작업의 경우 변속기 입력축과 마찬가지로 20% 이하의 저부하 영
역의 사이클 수가 높게 나타났다. 후륜 구동 차축의 최대 토크는 100 ∼ 200% 가량의
분포를 보였으며 쟁기 작업의 경우에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륜 구동축 부하
스펙트럼의 경우에도 역시 쟁기 작업의 부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논 로
터리 작업의 경우에도 높은 부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부하의 수
준은 정격 토크 대비 120 ∼ 180%에 분포하였으며 이는 후륜 구동 차축과 입력축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륜에 작용하는 차축 하중이 적고 후륜으로의 하
중 이동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하
의 경우에는 정격 토크 대비 20 ∼ 40 % 정도의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40 -

이는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판단된다. PTO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 중
무논 로터리 작업과 마른논 로터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무논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마른논 로터리 작업에 비해 고 부하 사이클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무논의 특
성상 토양의 점도와 저항이 증가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른논 로터리 작업과 무논 로터리 작업 모두  사이클이 작용하는 부하가 대략
5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입력축에서 나온 부하의 일정 부분이 구동 차축으로 전
달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PTO축의 작용하는 최대 하중의 크기는 정격 토크 대비 약 250% 정도의 부하가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쟁기 작업과 무논 로터리 작업을 수행하여 차축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쟁기 작업의 출력은 평균 9.6∼13.5 kW이었으며 이는 PTO 정격
출력의 25∼35%에 해당하였다. 엔진 속도의 범위는 1,320.4∼1,737.4 rpm이었으며, 작
업 속도는 3.4∼4.8 km/h, 연료 소모량은 3.2∼4.2 L/h이었다.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
엔진 속도의 범위는 평균 1,557∼2,067 rpm이었으며 작업 속도의 범위는 2.5∼5.4
km/h이었다. 엔진 출력은 11.5∼18.5 kW로서 정격 PTO 출력의 30∼48.4% 수준이었
으며, 이중 6.2∼12.2 kW는 PTO 동력이었다. 연료 소모량은 3.2∼5.5 L/h 범위이었다.
쟁기 작업과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 차축 중량 분포, 타이어 공기압, 토양의 함수율이
엔진 출력, 출력당 연료 소비율, 엔진 사용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에서는 차축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았던 때에 비하여 쟁기 작업에서는 65%, 무논 로터리 작업에
서는 20%의 연료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축의 중량 분포와 타이어 공기압을 적
절히 조정함으로서 단위 면적당 쟁기 작업에서는 10～65%, 무논 로터리 작업에서는
10～20%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로터리 작업은 쟁기 작업과 다르게 PTO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터리 작업
에 맞는 통합 조정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운 속도비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
였다. PTO 단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주행 단수가 높을수록 경운 면적에 대한 연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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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이 감소하였으며 주행 단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PTO 단수가 더 높은 경우에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주행 단수가 동일할 때에는 PTO 단수가 높을수록 토양 조건에
상관없이 연료 소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운 속도비가 작은 변속기어 조합일
수록 경운 면적당 연료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경운 속도비 차이가 작
은 경우(0.5 이하)에는 경운 속도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행 단수가 더 높은 작업 단
수에서 연료 소비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 기술의 조정 변수인 엔진
속도,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변속 단수, 작업 부하, 경운 속도비를 독립변수로 하고
연료 소모량, 연료 소비율,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 연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상관분
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분산 분석 결과는, 연료 소모량(FC)의
경우 쟁기 작업은 변속 비, 엔진 회전 속도, 작업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엔진의 운전 영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료 소모량의 경
우 위의 세 가지 변수를 조정하여 엔진의 운전 영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로터리 작업은 엔진 속도와 변속 단수, PTO 변속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로터리 작업 또한 엔진의 운전 영역을 조절하여 연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서는 변속 단수, PTO 변속비와 엔진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FCA)의 경우 쟁기 작업은 밸래스트 조정, 타이어 공기압,
변속 비, 엔진 속도, 작업 부하 모두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작업 속
도와 연료 소모량, 작업 부하에 대하여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로
터리 작업은 경운 속도비와 엔진 속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변속 단수, PTO 변속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소비율(SVFC)의 경우 쟁기작업은 타이어 공기압, 변속 비, 엔진 속도, 작업
부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변속 단수, PTO
변속비와 엔진 속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료 소비율은 작업
부하와 엔진 사용 영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작업 부하와 사용 영역을 조
절함으로써 연료 소비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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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의 경우 쟁기 작업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
압, 변속비, 엔진 속도, 작업 부하 모두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중 작
업 부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 작업의 경우, 연비(Lpk)는 변속비와 엔진 속도가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연료 소비율(SVFC)의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 변속비, 엔진 속도
에 대하여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료 소모량(FC)의 경우에
는 변속비와 엔진 속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슬립(Slip)의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과 변속비이 5% 유의 수준에 대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
또한 견인 부하가 크지 않아 트랙터 자체의 주행 저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8) 트랙터 시뮬레이터 모델과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ISO-BUS 시뮬레이터
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은 제어 알고리즘
을 수행 하였을 때와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ISO-BUS 시
뮬레이터를 이용한 통합 조정 알고리즘의 검증에 대한 결과 단위 시간당 연료 소모량
의 경우에는 약 44%, 연료 소비율은 10%,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약
37.5 % 가량의 연료 절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슬립과 변속기 제어의 경우에는 아직
초보적인 On/Off 제어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슬립 제어의 경우 과도한 견인 부하를
제어하여 작업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
조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통합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충분한 연료 절감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통합 조정 알고리즘이 적용된 통합 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트랙터에 적용한
통합 조정 시스템 트랙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기 작업과 로터
리 작업을 수행하고 시스템을 적용 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 하였을 때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쟁기 작업의 경우에는 동일 변속 단수 내에서는 단위 시간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
23.03 ∼ 57.87 %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으며, Eco 운전 방식에 비하여 가혹 운전 방
식에서 더 높은 감소 효과를 보였다. Eco 운전 방식이란 엔진의 스로틀을 100% 열지
- 243 -

않고 중간 정도의 스로틀을 유지하여 운전자가 스로틀 레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
혹한 방식에 비하여 엔진 속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가혹한 방식은 스로틀을 100%
개방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운전자의 평소 주행 방식을 따랐다.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4.11 ∼ 42.06% 까지 감소하였으며, 동일 변속
단수에서 작업 속도가 줄어들었음에도 연료 소모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엔진 속도
조정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작업 수행시
작업 부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도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 부하는 작업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한 것이며, 작업에 따라 특별한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속도 내에서는 동일 변속 단수 내에 비하여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감
소 효과가 22.8 ∼ 45.26 %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다른 연료 소비율 지표들의 감소 효
과도 매우 뚜렷하다. 이는 널리 알려진 GUTD 운전 방법으로써, 변속기와 엔진을 통
합한 시스템을 통하여 더 높은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터리 작업의 경우에는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16.54 % 증가한 경우에서부터
59.71% 감소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큰 폭으로 감
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소모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조정 성
능 보다 더 좋은 엔진 지점을 선택하여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 면적당 연료 소모량의 경우에는 5.75 %가 증가한 경우에서부터 최대 50.56%
까지 감소한 경우가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엔진
속도 감소와 출력 감소에 의한 연료 소비량 감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소비율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감소하였는데 0.53 ∼ 41.85 %까지 감
소하였다. 이는 로터리 작업의 경우 엔진 회전 속도의 감소로 인한 PTO 출력 감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연료 소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PTO 출력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트랙터의 연료 소비효율을 높이고 농작업 수행 시
작업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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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트랙터의 연료 효율 및 작업 능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고,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트랙터의 이용에 따라 변속
알고리즘의 구현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연료 효율은 물론
작업 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개발과, 전자 제어 유닛이 포함
된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를 통하여 변속 알고리즘에 검증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 이다. 특히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제 작업 부하, 작업 특성들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아 앞으로는
다양한 작업 종류, 토양 조건, 트랙터 형태 등에 따른 작업 데이터 및 사용자 조건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및 패턴을 구축하여 설계 및 제어 알고
리즘 작성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국내 트랙터 산업의 경우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 제어 유
닛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자 제어 유닛의 증대에 맞
추어 전자식 엔진, 자동 변속기 및 작업기를 통합 적으로 운용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
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SO 11783 기반의
ISO-BUS를 운용하고 다수의 제어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내 트랙터의 해외 경쟁력을 기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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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 ECU 소스 코드
1. Engine ECU Main

#include "engine_main.h"// 필요한 모든 Include 포함
//------------------전역변수설정---------------------struct MOb EEC1 = {0x0CF00400, 0, EXT, 8, {0}};
struct MOb LFE = {0x18FEF200, 0, EXT, 8, {0}};
struct MOb TFAC = {0x10F01A00, 0, EXT, 8, {0}};
volatile
unsigned
char cnt=0, rxBf[20]={0};
static char
strBuff[20]={0};
volatile
float
Flow_Fuel;
volatile
unsigned
char Throttle;
volatile real_T D_RPM,E_RPM=990,E_Torque,degree;
volatile
unsigned
int tickshort
= 0;n_clock = 0;
static volatile
unsigned
unsigned int ADdata;
unsigned char ADCFlag;
unsigned
int ADCData[4];
//extern double
KP=0,KD=0,KI=0,KA=0;

//----------------------인터럽트 설정-----------------// ISR(SIG_USART1_RECV)
// {
//// rxBf[cnt]
= UDR1;
if(++cnt>=SERIAL_BYTE)
//// {
cnt=0;
//
serial_data();
//// } }
//rxBf[0:1] = Engine speed(rpm)
//rxBf[2] = Percent torque(%,Max = 270.3)
//rxBf[3]
position(%)
//rxBf[4:5] == Engine
Engine throttle
fuel rate(L/h)
//// ISR(SIG_USART1_RECV)
{
// rxBf[0] = UDR1;
//// if(rxBf[0]KP+=0.1;
== '1')
// else if(rxBf[0] =='2')
//// {
if(KP>0)KP-=0.1;
//
//// }else if(rxBf[0] =='3')
//
KD+=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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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if(rxBf[0] =='4')
////
if(KD>0)
KD-=0.0001;
// }
//// else if(rxBf[0]
=='5')
KI+=0.1;
// else if(rxBf[0] =='6')
//// {
if(KI>0)
//
KI-=0.1;
//// }sprintf(strBuff,"KP:%d*0.1
KI:%d*0.1\r\n",(int)(KP*10),(int)(KD*10000),(int)(KI*10));
//KD:%d*0.0001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 }
SIGNAL(TIMER0_COMP_vect)
{ can_set_data(tick);
switch(tick++)
{case 0:
can_tx(0,
break; &EEC1,0);
case 1:
can_tx(1,&LFE,0);
case 2: break;
can_tx(2,&TFAC,
0);
break;
case 5:
can_tx(2,&TFAC, 0);
case 6: break;
can_tx(0,
break; &EEC1,0);
case 7:
can_tx(1,
break; &LFE,0);
case 8:
can_tx(2,&TFAC,0);
case 11: break;
can_tx(2,&TFAC,
0);
tick=0;
break;
}
}ISR(TIMER1_CAPT_vect)
{ TCNT1 = 0x00;
n_clock = ICR1;
}/*ISR(TIMER1_COMPA_v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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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rt1_transmit((char)degree);
SIGNAL(ADC_vect){
ADdata=
ADC;0xc8;// AD변환
에 저장
//ADCSRA=
// ADC 데이터를
인에이블,ADdata
ADC 변환
시작,
//ADCSRA=
ADC 클럭0xcb;
설정;// XTAL의1/2(8MHz)
ADC 인에이블, ADC인터럽트 인에이블
// ADC 클럭 설정; XTAL의1/2(8MHz)
//ADcLCD();
}//---------------------------------------------------------void
{ serial_data()
E_RPM = (rxBf[0]+rxBf[1]*256)/8;
E_Torque
(rxBf[2])*270.3/100;
Throttle = =rxBf[3];
Flow_Fuel = (rxBf[4]+rxBf[5]*256)/(float)20;
}
void
{ can_set_data(unsigned short n)
unsigned char high, low, temp;
EEC1.data[2] = (E_Torque)*100/270.3;
set_data(E_RPM,
0.125, &high, &low);
EEC1.data[3] = high;
EEC1.data[4] = low;
EEC1.data[5]
= EEC1.id;
set_data(Flow_Fuel,
LFE.data[0] = high; 0.05, &high, &low);
LFE.data[1]
= low;Fuel Economy는 속도가 필요하므로 나중에 받아서 처리
//Engine Average
set_data(Throttle, 0.4, &temp);
LFE.data[6] = temp;
}void DesiredRPM_Onestep(void)
{ static char OverrunFlag = 0;
/*/* '<Root>/Te'
'<Root>/Out1'*/*/
//static double D_RPM;
/*/* Disable
interrupts
here
*/
Check
for
overrun
*/
if (OverrunFlag) {
rtmSetErrorStatus(DesiredRPM_M,
"Overrun");
return;
}
OverrunFlag = TRUE;
/*/* Save
FPU timer
contextor here
(if necessary)
Re-enable
interrupt
here */ */
/*/* Set
inputs*/here */
Stepmodel
the model
D_RPM = DesiredRPM_custom(E_Torque);
/*/* Get
modeltaskoutputs
here*/*/
Indicate
complete
OverrunFlag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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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le
herehere
*/ (if necessary) */
Restore interrupts
FPU context
/* Enable interrupts here */
}void PID_Onestep(void)
{ static char OverrunFlag = 0;
/* '<Root>/DesiredRPM' */
/*/* '<Root>/EngineRPM'
*/
'<Root>/Out1'
*/
/* Disable interrupts here */
/*if (OverrunFlag)
Check for overrun
*/
{
rtmSetErrorStatus(PID_Controller_M, "Overrun");
return;
}
OverrunFlag = TRUE;
/* Save FPU context here (if necessary) */
/*/* Re-enable
Set model timer
inputs orhereinterrupt
*/ here */
/*degree
Step=thePID_Controller_main(D_RPM,
model */
E_RPM);
/* Get model outputs here */
/*OverrunFlag
Indicate task
complete */
= FALSE;
/* Disable interrupts here */
/*/* Restore
FPU context
here
(if necessary) */
Enable
interrupts
here
*/
}
void initAdc(void){
ADMUX = 0x40; // 기준전압; 외부 캐퍼시터 가진 AVcc(AREF 핀)
// AD변환 데이터 정렬; 오른쪽 정렬
// AD변환 채널 선택; PortF 0 핀
DDRF
0xf0; //// PortF[3..0]
설정, PortF[7..4] 출력으로 설정
DIDR0 == 0x0f;
디지털 입력입력으로
불가 PortF[3..0]
ADCSRA=
ADC 인에이블, ADC인터럽트 인에이블
// ADC 클럭0xc8;
설정;//XTAL의1/2(8MHz)
}
void
{ readAdc(void)
int i;
if(ADCFlag
== 0)
{
ADCData[ADCFlag]= ADdata; // Throttle user command PortF0
ADCFlag=1;
ADMUX = 0x41;// PortF1 아날로그 입력 선택
}
else if(ADCFlag == 1)
{
ADCData[ADCFlag]= ADdata; // Engine Torque PortF1
ADCFlag=2;
ADMUX = 0x42; // PortF2 아날로그 입력 선택
}
else
== 2)
{ if(ADCFlag
ADCData[ADCFlag] = ADdata; // Fuel flow in Port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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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Flag=3;
ADMUX = 0x43; // PortF3 아날로그 입력 선택
}else if(ADCFlag == 3)
{
ADCData[ADCFlag]
= ADdata; // Fuel flow out PortF3
ADCFlag=0;
ADMUX = 0x40; // PortF0 아날로그 입력 선택
}else ADCFlag=0;
// sprintf문을 이용한 문자열 LCD 출력 처리
//msec_delay(1);
}void initPort()
{ DDRC = 0x00;//
알고리즘 ON/OFF
}
//-----------------------메인함수----------------------int
{ main(void)
char
count;
int
i;
unsigned short clock;
double
period;RPM_Kalman,ET_Kalman;
kalman_filter
RPM_Kalman.init(0.05,8,0.5,990); //튜닝 필요!
ET_Kalman.init(0.05,8,0.5,32);
initPort();
// initializing LCD/USART/CAN
LcdInit();
// initializing USART // Hello 시리얼 전송
usart1_init();
// usart1_transmit_string("Complete UART1 initialization\n");
// usart1_transmit_string("\n\rComplete
UART1 initialization\n");
// CAN 초기화
can_init(b250k);
//usart1_transmit_string("Complete CAN initialization\n");
//usart1_transmit_string("\rComplete CAN initialization\n");
initAdc();
initRcServoMotor();
//init_TIMER1_CAPT();
PID_Controller_initialize();
DesiredRPM_initialize();
//엔진 RPM-----TCCR1A
= (1<<ICES1);
0x00;
TCCR1B
=
TIMSK1 |= (1<<ICIE1);
TCNT1 = 0x00;
TCCR1B
|= (1<<CS10);
//------------LcdCommand(ALLCLR);
msec_delay(100);
LcdPuts(LcdMove(0,0),"Engine ECU");
LcdPuts(LcdMove(1,0),"Init
Complete");
msec_delay(1500);
LcdCommand(ALL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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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
CtrlRcServoMotor(140);
PC..."); Press 's' to start\r\n");
// //LcdPuts(LcdMove(0,0),"Wait
usart1_transmit_string("\rSet
KP,KD,KI.
sprintf(strBuff,"Wait Start");
LcdPuts(LcdMove(0,0),strBuff);
//// while(rxBf[0]!='s');
{
//// sprintf(strBuff,"KP:%02d*0.1
",(int)(KP*10));
LcdPuts(LcdMove(1,0),strBuff);
// sprintf(strBuff,"KD:%02d*0.0001 ",(int)(KD*10000));
//// LcdPuts(LcdMove(2,0),strBuff);
// sprintf(strBuff,"KI:%02d*0.1
LcdPuts(LcdMove(3,0),strBuff); ",(int)(KI*10));
//// }usart1_transmit_string("\rStart!\r\n");
init_TIMER0_COMPA(16);
//init_TIMER1_COMPA(100);
LcdCommand(ALLCLR);
ADMUX= 0x40;
ADCSRA
|= 0x40;
while(1)
{
cli();
clock = n_clock;
sei();
period
= =(double)clock/16.0;
E_RPM
16000.0/(double)clock * 1000.0; // frequency = rpm
RPM_Kalman.update(E_RPM);
E_RPM
//E_RPM= =RPM_Kalman.get_value();
movingAvg(E_RPM);
readAdc();
E_Torque = (ADCData[1]*122.5*5/1024)+32.366;
ET_Kalman.update(E_Torque);
E_Torque = ET_Kalman.get_value();
//E_Torque
= (ADCData[0]*0.152284264)*(2.7/1.2)-80;
DesiredRPM_Onestep();
if(PINC&0x01)
{
PID_Onestep();
sprintf(strBuff,"AUTO CONTROL ");
}
else
{
degree
=
((1024-ADCData[0])>0?(1024-ADCData[0]):0)*100.0/772;
//772
=
992-220,
220:AVDT TH FULL, 992:TH ZERO
degree = (degree>100)?100:degree;
sprintf(strBuff,"MANUAL CONTROL");
}
CtrlRcServoMotor(140-degree*1.2);
//
sprintf(strBuff,"0:%04d1:%04d
%d",ADCData[0],ADCData[1],ADCFlag);
//
sprintf(strBuff,"KP:%d
KD:%d
KI:%d",(int)(KP*10),(int)(KD*10000),(int)(KI*10));
//
sprintf(strBuff,"%x",PINC);
- 258 -

//
//

}

LcdPuts(LcdMove(0,0),strBuff);
sprintf(strBuff,"2:%04d 3:%04d",ADCData[2],ADCData[3]);
LcdPuts(LcdMove(1,0),strBuff);
sprintf(strBuff,"ER:%04d
ET:%03d ",(int)E_RPM,(int)E_Torque);
LcdPuts(LcdMove(1,0),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t");
sprintf(strBuff, "DR:%04d TC:%03d",(int)D_RPM,(char)degree);
LcdPuts(LcdMove(2,0),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t");
sprintf(strBuff,
"DR-ER:%5d",(int)D_RPM-(int)E_RPM);
LcdPuts(LcdMove(3,0),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r\n");
}
PID_Controller_terminate();
DesiredRPM_terminate();
return 0;

1.1 Desired RPM. c

#include "DesiredRPM.h"
/* Real-time model */
RT_MODEL_DesiredRPM
RT_MODEL_DesiredRPM DesiredRPM_M_;
*const DesiredRPM_M = &DesiredRPM_M_;
/* Model step function */
real_T
DesiredRPM_custom(real_T E_Torque)
{
/*real_T
specified
return value */
D_RPM;
/** Outport:
'<Root>/Out1'
incorporates:
Constant:
'<S1>/Constant'
* Gain: '<S1>/Gain'
** Gain:
Gain: '<S1>/Gain1'
'<S1>/Rr'
* Inport: '<Root>/Te'
** Math:
'<S1>/Math Function'
Sum:
'<S1>/Add'
*
** About
'<S1>/Math
Function':
Operator:
exp
*/
D_RPM = (exp(-0.006337 * E_Torque) * 0.22 + 0.55) * 2200.0;
} return D_RPM;
/* Model initialize function */
void DesiredRPM_initialize(void)
{
- 259 -

/* Registration code */
/*rtmSetErrorStatus(DesiredRPM_M,
initialize error status */
(NULL));

}
/*voidModel
terminate function */
DesiredRPM_terminate(void)
{ /* (no terminate code required) */
}
/** File trailer for generated code.
** [EOF]
*/

1.2 PID Controller
#include "NewPID.h“
void PID_Controller::Initialize
(real kp, real ki, real kd, real error_thresh, real step_time)
{
this->m_kp=kp;
this->m_ki=ki;
this->m_kd=kd;
this->m_error_thresh=error_thresh;
this->m_h=step_time;
this->m_inv_h=false;
this->m_integral=0;
this->m_started=false;
}real PID_Controller::Update(real error)
{
real
q,temp;
if(fabs(error)<m_error_thresh)
q=1;
else
q=0;
m_integral+=m_h*q*error;
real
deriv;
if(!m_started)
{
m_started=true;
deriv=0;
}
else deriv=(error-m_prev_error)*m_inv_h;
m_prev_error = error;
temp
=
m_kp*(error+m_ki*m_integral+m_kd*deriv);
return te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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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ID Controller_Old

#define KP
1.5
#define
KD
0.01
#define
KI
10.0
#define KA
1/KP
#define
TIMESTEP
0.01
"PID_Controller.h"
/*#include
Block states
(auto storage) */
D_Work_PID_Controller
/*RT_MODEL_PID_Controller
Real-time model */ PID_Controller_DWork;
PID_Controller_M_;
RT_MODEL_PID_Controller
/* Model step function */ *const PID_Controller_M = &PID_Controller_M_;
real_T PID_Controller_main(real_T D_RPM, real_T E_RPM)
{
real_T
real_T rtb_u200;
rtb_Saturation1;
real_T
rtb_Gain;
real_T
rtb_TSamp;
/* specified
return value */
real_T
degree;
/* Gain: '<Root>/1//2200' incorporates:
* Inport: '<Root>/DesiredRPM'
* Inport: '<Root>/EngineRPM'
**/ Sum: '<Root>/Sum'
rtb_u200
= (D_RPM -'<S1>/TSamp'
E_RPM) * 0.00045454545454545455;
/* SampleTimeMath:
incorporates:
* Gain: '<Root>/Kd'
*
** About
y = u '<S1>/TSamp':
* K where K = 1 / ( w * Ts )
*/
rtb_TSamp = KD * rtb_u200 * (1/TIMESTEP);
/* Gain: '<Root>/Gain' incorporates:
** DiscreteIntegrator:
'<Root>/Discrete-Time Integrator'
Sum:
'<Root>/Sum1'
* Sum: '<S1>/Diff'
* UnitDelay: '<S1>/UD'
*/
rtb_Gain
=
((KP*rtb_u200
+
PID_Controller_DWork.DiscreteTimeIntegrator_DSTATE)
+
(rtb_TSamp - PID_Controller_DWork.UD_DSTATE)) * 100.0;
/* Saturate: '<Root>/Saturation1' */
if rtb_Saturation1
(rtb_Gain >= 100.0)
{
=
100.0;
} else if (rtb_Gain <= 0.0) {
rtb_Saturation1
= 0.0;
} else
{
rtb_Saturation1 = rtb_Gain;
}/* End of Saturate: '<Root>/Saturation1' */
/* Outport: '<Root>/Ou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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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 rtb_Saturation1;
/* Update for DiscreteIntegrator: '<Root>/Discrete-Time Integrator'
incorporates:
* Gain: '<Root>/Ki'
** Sum:
'<Root>/Sum3'
Sum:
'<Root>/Sum4'
*/
//// if(rtb_u200<(200.0/2200))
{ PID_Controller_DWork.DiscreteTimeIntegrator_DSTATE += (rtb_u200 (rtb_Gain -rtb_Saturation1)*KA) * KI * TIMESTEP;
// }
/*PID_Controller_DWork.UD_DSTATE
Update for UnitDelay: '<S1>/UD' =*/rtb_TSamp;
return degree;
}
/*voidModel
initialize function */
PID_Controller_initialize(void)
{ /* Registration code */
/* initialize error status */
rtmSetErrorStatus(PID_Controller_M,
(NULL));
/* states (dwork) */
(void) memset((void *)&PID_Controller_DWork, 0,
}/* Model terminatesizeof(D_Work_PID_Controller));
function */
void
PID_Controller_terminate(void)
{
/* (no terminate code required) */
}
/** File trailer for generated code.
** [EOF]
*/
1.4 Servo

#include "servo.h"
void
{ initRcServoMotor(void)
RCPORT = 0xff;
DDRE
= 0xff; // COM3A[1:0]=10, 비교일치시 클리어
TCCR3A=0xAA;
//
TOP 셋
//// WGM3[3:0]=1010,TOP값은
Phase Correct
PWM모드,결정
ICR
레지스터가
TCCR3B=0x13; // CS3[2:0]=011, 1/64
ICR3 = FREQ_CLKIO/2/PRESCALE/1000*RC_SERVO_PERIOD;
// 최고값(Top)3125, 40Hz(25msec)
OCR3C= 70;
// 최저값(output compare) PE5 pin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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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CtrlRcServoMotor(unsigned int degree)
{CR3C=
FREQ_CLKIO/2/PRESCALE/1000*(1.6/180*degree+(0.15/180*degree+0.6))
//msec보정
// 각도 기준 보정
}

2. Transmission ECU

#include <avr/io.h>
#include
<stdio.h>
#include
#include <avr/interrupt.h>
"usartLib.h"
#include
#include "myCANLib.h"
"Kalman_filter.h"

//---------------------------전역변수설정
----------------------------//
struct MOb ETC2 = {0x18F00503, 0, EXT, 8,
{0x00,0x00,0x00,0x00,0x00,0x00,0x00,0x00}};
struct MOb TCFG = {0x18FEE203, 0, EXT, 8,
{0x00,0x00,0x00,0x00,0x00,0x00,0x00,0x00}};
struct MOb ETC5 = {0x1CFEC303, 0, EXT, 8,
{0x00,0x01,0x00,0x00,0x00,0x00,0x00,0x00}};
struct MOb EBC2 = {0x18FEBF03, 0, EXT, 8,
{0x00,0x00,0x00,0x00,0x00,0x00,0x00,0x00}};
struct MOb EEC1 = {0x0CF00400, 0, EXT, 8,
{0x00,0x00,0x33,0x1E,0xF0,0x00,0x00,0x00}};
struct MOb LFE
= {0x18FEF200, 0, EXT, 8,
{0x31,0x32,0x33,0x34,0x00,0x00,0x37,0x00}};
struct MOb TFAC = {0x10F01A00, 0, EXT, 8,
{0x31,0x32,0x33,0x34,0x00,0x00,0x00,0x00}};\
struct
struct MOb
MOb canReceive[15];
canTran[15];
volatile
unsigned
char
cnt=0, rxBf[20]={0};
volatile
unsigned
int
tick=0;
static volatile unsigned short n_clock = 0;
volatile
////Gear
volatile unsigned
unsigned char
char G_STEP=0;
G_RANGEH=0;
GearStep
Range
volatile unsigned char G_RANGEL=0;
volatile unsigned char G_SWITCH=0;
// Transmission Direction Switch
volatile unsigned short E_RPM=990;
// Engine RPM
volatile
double
TG_RATIO=1;
// Transmission
Gear Ratio
volatile
double
FA_SPEED=1;
//
Front
Axle
Speed
kalman_filter speed_state(0.05,8,0.5,2.7);
//------------------------------------------------------------------//ISR(TIMER1_CAPT_vect)
{ TCNT1 = 0x00;
n_clock = IC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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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
void
{ GearDirection()
switch(PINC & 0x0B)
{
case(0x0A):
G_SWITCH = 0x10;
break;
case(0x09):
G_SWITCH = 0x01;
break;
case(0x03):
G_SWITCH = 0x04;
default: break;
G_SWITCH = 0x2A;
}
}void GearConfig()
{ unsigned char sw;
sw = (PINB & 0xFE);
switch(sw)
{
default:
G_RANGEH
= '0';
'0';
G_RANGEL
=
G_STEP = 0;
TG_RATIO
= 1;
break;
case 0x06:
G_RANGEH = 'L';
G_RANGEL
G_STEP = 1;= '1';
TG_RATIO
= 618.05;
break;
case 0x84:
G_RANGEH
'L';
G_RANGEL == '2';
G_STEP = 2;
TG_RATIO
= 390.35;
break;
case 0x24:
G_RANGEH
= '3';
'L';
G_RANGEL
=
G_STEP = 3;
TG_RATIO = 253.73;
break;
case 0x0C:
G_RANGEH
'L';
G_RANGEL == '4';
G_STEP = 4;
TG_RATIO
= 204.05;
break;
case 0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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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 Forward direction
// Reverse direction
// Neutral direction
// Error indication

G_RANGEH
'M';
G_RANGEL == '1';
G_STEP
= 5;= 193.48;
TG_RATIO
break;
case 0x90:G_RANGEH = 'M';
G_RANGEL = '2';
G_STEP
= 6;= 122.2;
TG_RATIO
break;
case 0x30:G_RANGEH = 'M';
G_RANGEL = '3';
G_STEP
TG_RATIO= 7;= 79.43;
break;
case 0x18:
G_RANGEH
'M';
G_RANGEL == '4';
G_STEP
= 8;= 63.87;
TG_RATIO
break;
case 0x42:G_RANGEH = 'H';
G_RANGEL = '1';
G_STEP
= 9;= 58.99;
TG_RATIO
break;
case 0xC0:
G_RANGEH = 'H';
G_RANGEL = '2';
G_STEP = 10;
TG_RATIO
= 37.25;
break;
case 0x60:G_RANGEH = 'H';
G_RANGEL = '3';
G_STEP
TG_RATIO= 11;= 24.22;
break;
case 0x48:G_RANGEH = 'H';
G_RANGEL = '4';
G_STEP
= 12;= 19.47;
TG_RATIO
break;
}
// Wheel
FA_SPEED
(double)E_RPM
Front
Radius, =0.377
= 2 * pi * 3.6* 0.465
/ 60 * 0.377 / TG_RATIO; // 0.465 =
}//-----------------------------------------------------------------/
/
//-----------------------CANBUS
Reception-------------------------//
SIGNAL(CANIT_v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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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rece_result=_RECE_FAIL;
unsigned
char i;
unsigned
long can_id=0;
int
obj;
struct MOb *msg;
if(CANSIT2&(1<<SIT0))obj=SIT0;
else
else if(CANSIT2&(1<<SIT1))obj=SIT1;
if(CANSIT2&(1<<SIT2))obj=SIT2;
else
if(CANSIT2&(1<<SIT3))obj=SIT3;
else
else if(CANSIT2&(1<<SIT4))obj=SIT4;
if(CANSIT2&(1<<SIT5))obj=SIT5;
else
if(CANSIT2&(1<<SIT6))obj=SIT6;
else
else if(CANSIT2&(1<<SIT7))obj=SIT7;
if(CANSIT1&(1<<SIT8))obj=SIT8+8;
else
else if(CANSIT1&(1<<SIT9))obj=SIT9+8;
if(CANSIT1&(1<<SIT10))obj=SIT10+8;
else if(CANSIT1&(1<<SIT11))obj=SIT11+8;
else if(CANSIT1&(1<<SIT12))obj=SIT12+8;
else
else if(CANSIT1&(1<<SIT13))obj=SIT13+8;
if(CANSIT1&(1<<SIT14))obj=SIT14+8;
msg=canReceive+obj;
CANPAGE
= (obj<<4);
while(!(CANSTMOB&(1<<RXOK)));
rece_result=_RECE_OK;
// 표준 혹은 확장 포맷에 맞추어 ID, IDE 결정
if((CANCDMOB & 0x10) == 0x00){
// IDE standard ?
msg->ide=
STD;
can_id
((unsigned long)CANIDT2);
long)CANIDT1)<<8;
can_id |== ((unsigned
can_id>>=5;
}
else{
msg->ide= EXT;
can_id
((unsigned long)CANIDT2)<<16;
long)CANIDT1)<<24;
can_id |== ((unsigned
can_id
can_id |=|= ((unsigned
((unsigned long)CANIDT3)<<8;
long)CANIDT4);
can_id>>=3;
}msg->id= can_id;
// 구조체 변수로 CANID 대입
msg->rtr= CANIDT4 & 0x04;
msg->dlc=
CANCDMOB & 0x0f; // 수신 메시지 길이 구조체 변수에 대입
//for(i=0;
get data
i<(CANCDMOB&0xf); i++){
// 메시지 데이터 배열에 저장
}// rx initmsg->data[i] = CANMSG;
CANSTMOB = 0x00;
// 상태 초기 화
//CANCDMOB
enable reception
mode
and
ide
set
|= (1<<CONMOB1); // 수신 IDE 유지하고 수신 모드 설정
//CANSTMOB
reset flag &= ~(1<<RXOK);
// 수신대기

}
//----------CANBUS
Transmission-------------------------//
void
init_OVRIT(v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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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GIE
EnableCAN
CANtimer
Timerclock
Overrun Interrupt
CANTCON|= =(1<<ENOVRT);
0x01;
////1MHZ
CANTIM = 15536;
// count start from 15536
}//---------CAN
Message Setting----------------------------//
unsigned
char
set_data1(double
{ *temp = (int)(a/res); a, double res, unsigned char *temp)
} return *temp;

short set_data2(double a, double res, unsigned char *high, unsigned
charunsigned
*low)
{
unsigned
short temp;
temp = (int)(a/res);
*high = temp>>8;
*low = temp;
} return temp;
void
{ can_set_data()
unsigned char high, low, temp;
ETC2.data[0]
= G_STEP;
set_data2(TG_RATIO,
0.01, &high, &low);
ETC2.data[1] = high;
ETC2.data[2]
== low;
ETC2.data[3]
ETC2.data[4] = G_STEP;
G_RANGEH;
ETC2.data[5]
=
ETC2.data[6] = G_RANGEL;
G_RANGEH;
ETC2.data[7] = G_RANGEL;
ETC5.data[1] = G_SWITCH;
set_data2(FA_SPEED,
EBC2.data[0] = high; 0.00390625, &high, &low);
} EBC2.data[1] = low;
SIGNAL(OVRIT_vect)
{
can_set_data();
tick++;
if(tick==2)
tick=0;
switch(tick)
{
case 0:
can_tx(1, &ETC2, 0);
break;
case 1:
can_tx(1,
break; &EBC2, 0);
}
CANTIM = 15536;
}//-----------------------Mai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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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 main(void)
char
strBuff[60]
= {0};
unsigned
short
clock;
unsigned short period;
DDRB
= 0x00;
0x00; //// shuttle
gear switch
portport
DDRC
=
switch
usart1_init();
can_init(b250k);
//speed_state.init(0.05,8,0.5,2.7);
TCCR1A
=
0x00;
TCCR1B = (1<<ICES1);
TIMSK1
|=0x00;
(1<<ICIE1);
TCNT1
=
TCCR1B |= (1<<CS10);
can_int_rx_set(5,
init_OVRIT(); 0x0CF00400, EXT, 8, 0x1FFFFFFF, 0x05);
while(1)
{
cli();
clock = n_clock;
sei();
period
= (double)clock/16.0;
FA_SPEED
= 16000.0/(double)clock * 3.831418;
//FA_SPEED
= speed_state.update(FA_SPEED);
//speed_state.get_value();
EEC1 = canReceive[5];
E_RPM
= (EEC1.data[3]
* 256: +%4.2lf,
EEC1.data[4])
* 0.125;: %4.2lf\t",
sprintf(strBuff,
"FA_SPEED
speed_state.x
FA_SPEED, speed_state.update(FA_SPEED));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sprintf(strBuff, "G_STEP : %2u, G_RANGE : %c%1u, TG_RATIO
: %4.2lf\r\n", G_STEP, G_RANGEH, G_RANGEL, TG_RATIO);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GearDirection();
GearConfig();
}return 0;
}
2.1 Slip Control

#include "slipcontrol.h"
/*#define
Namedslipcontrol_IN_Decrease
constants for Chart: '<Root>/Chart'
*/
((uint8_T)1U)
#define slipcontrol_IN_Increase
((uint8_T)2U)
#define
slipcontrol_IN_NO_ACTIVE_CHILD
((uint8_T)0U)
#define
slipcontrol_IN_Off
((uint8_T)1U)
#define slipcontrol_IN_On
((uint8_T)2U)
#define slipcontrol_IN_Steady
((uint8_T)3U)
/*BlockIO_slipcontrol
Block signals (auto
storage) */
slipcontrol_B;
/*D_Work_slipcontrol
Block states (autoslipcontrol_DWork;
storage) */
/* Real-time model */
RT_MODEL_slipcontrol slipcontrol_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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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_MODEL_slipcontrol
/* Model step function */*const slipcontrol_M = &slipcontrol_M_;
real_T slip_custom(real_T
arg_Upper_Limit,
real_T
arg_Lower_Limit, real_T
*arg_Lower_Limit1,
real_T
*arg_delay)
{
/*real_T
specified
return value */
arg_signal;
/* Chart: '<Root>/Chart' incorporates:
** Inport:
'<Root>/Lower_Limit'
Inport:
* Inport: '<Root>/Lower_Limit1'
'<Root>/Upper_Limit'
**/ Inport: '<Root>/delay'
/* Gateway: Chart */
/*if (slipcontrol_DWork.is_active_c1_slipcontrol
During: Chart */
== 0) {
/* Entry: Chart */
slipcontrol_DWork.is_active_c1_slipcontrol = 1U;
/*/* Entry
Internal:
Chart */*/
Transition:
'<S1>:7'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slipcontrol_IN_Steady;
/*slipcontrol_B.signal
Entry 'Steady': '<S1>:3'
*/
= 0.0;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Entry Internal 'Steady': '<S1>:3' */= 1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 1U;
/*/* Entry
Internal
'steady_depth':
'<S1>:51' */
Transition:
'<S1>:58'
*/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Off;
} else
switch{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case slipcontrol_IN_Decrease:
/* During 'Decrease': '<S1>:5' */
if /*(*arg_Lower_Limit1
< arg_Upper_Limit)
{
Transition: '<S1>:11'
*/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Entry 'Steady': '<S1>:3' */ = slipcontrol_IN_Steady;
slipcontrol_B.signal = 0x01;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Entry Internal 'Steady': '<S1>:3' */= 1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 1U;
/*/* Entry
Internal
'steady_depth':
'<S1>:51' */
Transition:
'<S1>:58'
*/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Off;
}break;
case slipcontrol_IN_Increase:
/* During 'Increase': '<S1>:4' */
if /*(*arg_Lower_Limit1
> arg_Lower_Limit)
{
Transition: '<S1>:8'
*/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Entry 'Steady': '<S1>:3' */ = slipcontrol_IN_Steady;
slipcontrol_B.signal=0x01;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Entry Internal 'Steady': '<S1>:3' */= 1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 1U;
- 269 -

/*/* Entry
Internal
'steady_depth':
Transition:
'<S1>:58'
*/ '<S1>:51' */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Off;
}break;
default:
/*if (*arg_Lower_Limit1
During 'Steady': '<S1>:3'
*/
<= arg_Lower_Limit)
{
/*/* Transition:
'<S1>:9'
*/
'<S1>:3'
*/ */
/* Exit
Exit Internal
Internal 'Steady':
'steady_depth':
'<S1>:51'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NO_ACTIVE_CHILD;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 =0U;0U;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Entry 'Increase': '<S1>:4' */ = slipcontrol_IN_Increase;
slipcontrol_B.signal = 0x20;
} else if (*arg_Lower_Limit1 >= arg_Upper_Limit) {
/*/* Transition:
Exit Internal'<S1>:10'
'Steady': */'<S1>:3' */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Exit Internal 'steady_depth': '<S1>:51'
*/
=
slipcontrol_IN_NO_ACTIVE_CHILD;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 0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 0U;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slipcontrol_IN_Decrease;
/* Entry 'Decrease': '<S1>:5' */
slipcontrol_B.signal
= 0x00;
} else
{
/* During 'signalvalue': '<S1>:50' */
slipcontrol_B.signal
slipcontrol_IN_On);= (real_T)(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 During 'steady_depth': '<S1>:51' */
if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Off) &&
{ */
/* (*arg_delay
During 'Off':> 5.0))
'<S1>:52'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Transition: '<S1>:56' */
= slipcontrol_IN_On;
slipcontrol_B.signal = 0x01;
}}
break;

}/* }End of Chart: '<Root>/Chart' */
/*arg_signal
Outport:='<Root>/signal'
*/
slipcontrol_B.signal;
return arg_signal;
}
/*voidModel
initialize function */
slip_initialize(void)
{ /* Registration code */
/* initialize error status */
rtmSetErrorStatus(slipcontrol_M,
(NULL));
/*(void)
blockmemset(((void
I/O */
*) &slipcontrol_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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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of(BlockIO_slipcontrol));
/* states (dwork)
*/
(void) memset((void
*)&slipcontrol_DWork, 0,
sizeof(D_Work_slipcontrol));
/* InitializeConditions for Chart: '<Root>/Chart' */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 =0U;0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0U;
slipcontrol_DWork.is_active_c1_slipcontrol
= 0U;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0U;
slipcontrol_B.signal = 0.0;

}
/* Model terminate function */
void
{ slipcontrol_terminate(void)
/* (no terminate code required) */
}
/** File trailer for generated code.
** [EOF]
*/
3. PTO & Implement ECU

#include
#include "DepthCtrl_main.h"
"..\..\..\..\..\..\Program Files (x86)\Atmel\Atmel Studio
6.0\extensions\Atmel\AVRGCC\3.4.1.95\AVRToolchain\avr\include\avr\iocanxx.h"
//------------------전역변수설정---------------------volatile
rxBf[20]={0};
volatile unsigned
unsigned char
short cnt=0,
PTO_RPM,Draft_Load;
volatile
volatile unsigned
unsigned char
char Depth,LowerLinkForce,hitchStatus;
tick;
static real_T arg_Gear_ratio = 0.0;
static
real_T
arg_Velocity_km_h
=0.0;0.0;
static
real_T
arg_Engine_RPM
=
static real_T arg_slip;
static real_T arg_Upper_Limit = 0.0;
static
static real_T
real_T arg_Lower_Limit
arg_Lower_Limit1==0.0;
0.0;
static
real_T
arg_delay
=
0.0;
static real_T arg_signal;
struct MOb RHS
= {0x0CFE45EF, 0, EXT, 8, {0}};
struct
MOb
HPTOC
=
{0x0CFE42EF,
0, EXT,
EXT, 8,8, {0}};
{0}};
struct
MOb
RPTO
=
{0x0CFE4307,
0,
struct MOb GPS;
struct
MOb
EEC1;
struct
MOb
struct MOb LFE;
TFAC;
struct
MOb
struct MOb ETC2;
EBC2;
struct MOb canReciv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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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struct MOb
MOb msg1;
msg[10];
struct
MOb
msg2={0x23,0, EXT,
0, EXT,
8, {0x08,0x32,0x33,0x34,0x35,0x36,0x37,0x38}};
struct
MOb
msg3={0x33,
8,
{0x08,0x32,0x33,0x34,0x35,0x36,0x37,0x38}};
//-------------------인터럽트설정--------------------ISR(OVRIT_vect)
{ tick++;
if(tick==2)
tick=0;
can_set_data();
switch(tick)
{
case 0:
can_tx(0,&RHS,0);
break;
case 1:
can_tx(1,&RPTO,0);
break;
}
//50ms 지연;
} CANTIM = 65536-50*100;
ISR(SIG_USART1_RECV)
{
rxBf[cnt] = UDR1;
if(++cnt>=SERIAL_BYTE)
{
cnt=0;
serial_data();
}
}
//rxBf[0:1] = Rear draft(N)
//rxBf[2]
//rxBf[3] == Rear
Rear hitch
nominalposition(cm)
lower link force(N) ~= Rear draft
//rxBf[4:5]
=
Rear
PTO
output
shaft speed(rpm)
//rxBf[6] = Real Velocity(temporary
use)
ISR(TIMER0_COMP_vect)
{ can_set_data();
switch(tick++)
{
case
0: &RHS,0);
can_tx(0,
break;
case
6:
can_tx(1,&RPTO,
0);
tick=0;
break;
}
}ISR(TIMER1_COMPA_vect)
{
can_set_data();
if(tick++==0)
can_tx(1,&RH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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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

can_tx(2,&RPTO,
0);
tick=0;

}
}ISR(CANIT_vect){
char rece_result=_RECE_FAIL;
unsigned
char
i;
unsigned
long
can_id=0;
int obj;
MOb
*msg;
if(CANSIT2&(0x01<<SIT0)){
obj=SIT0;
msg=&EEC1;
}
else if(CANSIT2&(0x01<<SIT1)){
obj=SIT1;
msg=&LFE;
}
else if(CANSIT2&(0x01<<SIT2)){
obj=SIT2;
msg=&TFAC;
}CANPAGE = (obj<<4);
while(!(CANSTMOB&(1<<RXOK)));
rece_result=_RECE_OK;
// 표준 혹은 확장 포맷에 맞추어 ID, IDE 결정
if((CANCDMOB
// IDE standard ?
msg->ide= STD;& 0x10) == 0x00){
can_id = ((unsigned long)CANIDT1)<<8;
can_id |= ((unsigned long)CANIDT2);
can_id>>=5;
usart1_transmit_string("\rRx Standard\n");
}else{
msg->ide= EXT;
can_id
((unsigned long)CANIDT2)<<16;
long)CANIDT1)<<24;
can_id |== ((unsigned
can_id |= ((unsigned long)CANIDT3)<<8;
can_id
|= ((unsigned long)CANIDT4);
can_id>>=3;
usart1_transmit_string("\rRx Extended\n");
}msg->id= can_id;
// 구조체 변수로 CANID 대입
msg->rtr= CANIDT4 & 0x04;
msg->dlc= CANCDMOB & 0x0f; // 수신 메시지 길이 구조체 변수에 대입
//for(i=0;
get data
i<(CANCDMOB&0xf); i++){
msg->data[i] = CANMSG;
// 메시지 데이터 배열에 저장
}
// rx init
CANSTMOB
= 0x00;mode and ide set // 상태 초기 화
//CANCDMOB
enable reception
|= (1<<CONMOB1);
// 수신 IDE 유지하고 수신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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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t flag
CANSTMOB
&= ~(1<<RXOK);
// 수신대기
tick++;
}
//------------------인터럽트
설정 끝------------------------------void
serial_data()
{
Draft_Load
= (rxBf[0]+rxBf[1]*256);
Depth
=
rxBf[2];
LowerLinkForce = rxBf[3];
PTO_RPM
= (rxBf[4]+rxBf[5]*256)/8;
arg_Velocity_km_h=rxBf[6]/10;
}
void can_set_data()
{
//unsigned char high, low, temp;
//RHS
세팅
set_data(Depth,0.4,RHS.data);
RHS.data[1]
= hitchStatus;
set_data(LowerLinkForce,0.8,RHS.data+2);
set_data(Draft_Load,10,RHS.data+3,RHS.data+4);
//RPTO
세팅
set_data(PTO_RPM,0.125,RPTO.data+0,RPTO.data+1);
RPTO.data[2]=RPTO.data[3]=0xff;
}
void Slipcalculator_OneStep(void)
{ static boolean_T OverrunFlag = 0;
/* Disable interrupts here */
/*if (OverrunFlag)
Check for overrun
{ */
rtmSetErrorStatus(Slipcalculator_M,
"Overrun");
return;
}
OverrunFlag
TRUE;here (if necessary) */
/* Save FPU =context
/* Re-enable timer or interrupt here */
/*/* Set
model
inputs*/here */
Step
the
model
Slipcalculator_custom(arg_Gear_ratio, arg_Velocity_km_h, arg_Engine_RPM,
&arg_slip);
/*/* Get
modeltaskoutputs
here*/*/
Indicate
complete
OverrunFlag = FALSE;
/*/* Disable
herehere
*/ (if necessary) */
Restore interrupts
FPU context
} /* Enable interrupts here */
void Slipcontrol_OneStep(void)
{ static boolean_T OverrunFlag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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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le
Check forinterrupts
overrun here
*/ */
if (OverrunFlag)
{
rtmSetErrorStatus(slipcontrol_M,
"Overrun");
return;
}OverrunFlag = TRUE;
/* Save FPU context here (if necessary) */
/*/* Re-enable
timer
orhereinterrupt
here */
Set
model
inputs
*/
/* Step the model */
arg_signal = slip_custom(arg_Upper_Limit, arg_Lower_Limit,
&arg_Lower_Limit1,
&arg_delay);
/*/* Get
modeltaskoutputs
here*/*/
Indicate
complete
OverrunFlag = FALSE;
/* Disable interrupts here */
/*/* Restore
FPU context
Enable interrupts
herehere
*/ (if necessary) */
}//-----------------------메인함수----------------------int main(void)
{ char strBuff[20]={0};
int a=0,i=0;
unsigned
short
rpm;
unsigned
short
unsigned short torque;
fuel;
unsigned
short
unsigned short throttle;
temp;
//initPort();
// initializing LCD/USART/CAN
LcdInit();
// initializing USART // Hello 시리얼 전송
usart1_init();
usart1_transmit_string("Complete UART1 initialization\n");
//usart1_transmit_string("\n\rComplete UART1 initialization\n");
//can_init(b250k);
CAN 초기화
usart1_transmit_string("Complete CAN initialization\n");
//usart1_transmit_string("\rComplete
CAN initialization\n");
//slip_initialize();
writing LCD
Slipcalculator_initialize();
//can_int_rx_set(7,
//can_int_rx_set(6, 0x0CF00400,
0x18F00503, EXT,
EXT, 8,~0x1CFEFE00,
8,~0x1CFEFF03, 0x05);
0x05);//엔진 ECU와
Transmission ECU에서 오는 메세지 수신
//can_int_rx_set(6,
Transmission
ECU+GPS에서0x18F00503,
오는 메세지EXT,
수신 8,~0x1CFEFF03, 0x05);//엔진 ECU와
//can_int_rx_set(6,
0x0, EXT, 8,~0x1CF00503, 0x05);
LcdCommand(ALLCLR);
LcdPuts(LcdMove(0,0),"PTO ECU");
LcdPuts(LcdMove(1,0),"Init
Complete");
msec_delay(1000);
LcdCommand(ALL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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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_TIMER0_COMPA();
//init_TIMER1_COMPA(50);
//init_CAN_OVRIT();
//init_CAN_OVRIT(50);
LcdPuts(LcdMove(0,0),"Wait PC...");
//while(!rxBf[0]);
LcdCommand(ALLCLR);
sei();
while(1)
{
//printInfo();
arg_Gear_ratio=((ETC2.data[1]<<8)|(ETC2.data[2]))*0.001;
temp
= (EEC1.data[3]<<8)|(EEC1.data[4]);
rpm=temp*0.125;
arg_Engine_RPM=rpm;
torque=EEC1.data[2]*2.703;
sprintf(strBuff, "RPM:%.4u TQ:%.4u",rpm,torque);
LcdPuts(LcdMove(0,0), strBuff);
temp
=(LFE.data[0]<<8)|(LFE.data[1]);
fuel=temp*0.05;
throttle
= LFE.data[6]*0.4;
sprintf(strBuff,
"FUE:%.4d TH:%.4d",fuel, throttle);
LcdPuts(LcdMove(1,0),strBuff);
//msec_delay(10);
Slipcalculator_OneStep();
Slipcontrol_OneStep();
}return 0;printCanInfo();
}int serialTest()
{
char strBuff[16];
sprintf(strBuff,"%3d:%3d:%3d",rxBf[0],rxBf[1],rxBf[2]);
LcdPuts(LcdMove(0,0),strBuff);
sprintf(strBuff,"%3d:%3d:%3d",rxBf[3],rxBf[4],rxBf[5]);
LcdPuts(LcdMove(1,0),strBuff);
}
/*int printCanInfo()
{
char
strBuff[16];"DL:%6d, D:%d", Draft_Load,Depth);
sprintf(strBuff,
LcdPuts(LcdMove(0,0),strBuff);
sprintf(strBuff,
"RPM:%d", PTO_RPM);
LcdPuts(LcdMove(1,0),strBuff);
}
*/
int
{ printCanInfo()
char strtmp[200];
usart1_transmit_string("-----------------------------------------------\
r\n");
sprintf(strtmp,"CANSIT2:%8x",CANSIT2);
printCanInfo(LFE);
printCanInfo(E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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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CanInfo(TFAC);
printCanInfo(ETC2);
printCanInfo(EBC2);
sprintf(strtmp,"tick:
%d\r\n",tick);
usart1_transmit_string(strtmp);
}int printCanInfo(const MOb &mp)
{
char
strtmp[200];
sprintf(strtmp,"ID:%8x\r\n",mp.id);
usart1_transmit_string(strtmp);
sprintf(strtmp,"DATA:%3x%3x%3x%3x%3x%3x%3x%3x\r\n",mp.data[0],mp.data[1
],mp.data[2],mp.data[3],mp.data[4],mp.data[5],mp.data[6],mp.data[7]);
usart1_transmit_string(strtmp);
}
-Main 2
#include "DepthCtrl_main2.h"
//------------------전역변수설정---------------------// struct MOb EEC1;
//// struct
struct MOb
MOb ETC2;
EBC2;
MOb RHS
= {0x0CFE45EF, 0, EXT, 8, {0}};
//// struct
MOb
HPTOC
= {0x0CFE42EF,
0, {0}};
EXT, 8, {0}};
struct
MOb
RPTO
=
{0x0CFE4307,
0,
EXT,
8,
MOb canReceive[15];
MOb
volatilecanTran[15];
unsigned char Depth,LowerLinkForce,hitchStatus;
volatile unsigned char tick;
static real_T arg_Gear_ratio = 0.0;
static
static real_T
real_T arg_Velocity_km_h
arg_Engine_RPM = =0.0;0.0;
static
static real_T
real_T arg_slip;
arg_Upper_Limit = 0.2;
static real_T arg_Lower_Limit = 0.08;
static
= 0.0;
static real_T
real_T arg_delay
arg_signal=0;
static int flag=0;
unsigned
int adc0;
char
strBuff[20]={0};
real_T slip(real_T arg_Gear_ratio, real_T arg_Engine_RPM, real_T
arg_Velocity_km_h);
//-----------------------------인터럽트
설정
-----------------------------------------// ISR(SIG_USART1_RECV)
//// {
arg_signal=UDR1-0x30;
//ISR(CANIT_vect){
}
char rece_result=_RECE_FAIL;
unsigned
char
i;
unsigned
long
can_id=0;
int 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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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ruct
MOb *msg;
if(CANSIT2&(1<<SIT0))obj=SIT0;
else
if(CANSIT2&(1<<SIT1))obj=SIT1;
else
else if(CANSIT2&(1<<SIT2))obj=SIT2;
if(CANSIT2&(1<<SIT3))obj=SIT3;
else
if(CANSIT2&(1<<SIT4))obj=SIT4;
else
else if(CANSIT2&(1<<SIT5))obj=SIT5;
if(CANSIT2&(1<<SIT6))obj=SIT6;
else
if(CANSIT2&(1<<SIT7))obj=SIT7;
else
else if(CANSIT1&(1<<SIT8))obj=SIT8+8;
if(CANSIT1&(1<<SIT9))obj=SIT9+8;
else
if(CANSIT1&(1<<SIT10))obj=SIT10+8;
else
else if(CANSIT1&(1<<SIT11))obj=SIT11+8;
if(CANSIT1&(1<<SIT12))obj=SIT12+8;
else
else if(CANSIT1&(1<<SIT13))obj=SIT13+8;
if(CANSIT1&(1<<SIT14))obj=SIT14+8;
msg=canReceive+obj;
CANPAGE = (obj<<4);
while(!(CANSTMOB&(1<<RXOK)));
rece_result=_RECE_OK;
//if((CANCDMOB
표준 혹은 확장&포맷에
맞추어
ID, IDE 결정 // IDE standard ?
0x10)
==
0x00){
msg->ide= STD;
can_id
((unsigned long)CANIDT2);
long)CANIDT1)<<8;
can_id |== ((unsigned
can_id>>=5;
//usart1_transmit_string("\rRx
Standard\n");
}else{
msg->ide=
EXT; long)CANIDT1)<<24;
can_id = ((unsigned
can_id |= ((unsigned long)CANIDT2)<<16;
can_id |= ((unsigned long)CANIDT3)<<8;
can_id
|= ((unsigned long)CANIDT4);
can_id>>=3;
//}
usart1_transmit_string("\rRx Extended\n");
msg->id= can_id;
// 구조체 변수로 CANID 대입
msg->rtr=
CANIDT4
&
0x04;
msg->dlc= CANCDMOB & 0x0f; // 수신 메시지 길이 구조체 변수에 대입
// get data
for(i=0; i<(CANCDMOB&0xf);
i++){
msg->data[i]
=
CANMSG;
// 메시지 데이터 배열에 저장
}
//CANSTMOB
rx init = 0x00;
// enable reception mode and ide set // 상태 초기 화
CANCDMOB |= (1<<CONMOB1);
// 수신 IDE 유지하고 수신 모드
// reset flag
CANSTMOB
&= ~(1<<RXOK);
// 수신대기
usart1_transmit_string("\r\nMOb#");
usart1_transmit(obj+0x30);
usart1_transmit_string(
"Rx SUCCESS!\t");
sprintf(strBuff,
"RxID=%8x",(canRece+obj)->id);
for(i=0;i<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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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printf(strBuff,"%02X ",(canRece+obj)->data[i]);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sprintf(strBuff, "ADC0=0x%2x, C=%c:%c", msg1.data[3], msg1.data[4],
msg1.data[5]);
}

ISR(TIMER1_COMPA_vect)
{
flag=0;
} arg_delay=5.01;
SIGNAL(SIG_ADC)
{
unsigned int temp;
temp=
temp +=ADCL;
(ADCH<<8);
adc0=
temp;
}
//-----------------------------보조함수
정의부
-----------------------------------------void Slipcalculator_OneStep(void)
{
static
boolean_T
OverrunFlag
/* Disable
interrupts
here */ = 0;
/*if (OverrunFlag)
Check for overrun
{ */
rtmSetErrorStatus(Slipcalculator_M, "Overrun");
return;
}
OverrunFlag = TRUE;
/* Save FPU context here (if necessary) */
/*/* Re-enable
Set model timer
inputs orhereinterrupt
*/ here */
/*Slipcalculator_custom(arg_Gear_ratio,
Step the model */
arg_Velocity_km_h, arg_Engine_RPM,
&arg_slip);
/* Get model outputs here */
/* Indicate task complete */
OverrunFlag = FALSE;
/*/* Disable
herehere
*/ (if necessary) */
Restore interrupts
FPU context
/* Enable interrupts here */
}void Slipcontrol_OneStep(v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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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boolean_T
OverrunFlag
/* Disable
interrupts
here */ = 0;
/*if (OverrunFlag)
Check for overrun
*/
{
rtmSetErrorStatus(slipcontrol_M, "Overrun");
return;
}OverrunFlag
= TRUE;
/*/* Save
FPU
contextor here
(if necessary)
*/
Re-enable
timer
interrupt
here
*/
/* Set model inputs here */
/*arg_signal
Step the=model
*/
slip_custom(arg_Upper_Limit,
arg_Lower_Limit, &arg_slip,
&arg_delay);
/*/* Get
modeltaskoutputs
here*/*/
Indicate
complete
OverrunFlag = FALSE;
/* Disable interrupts here */
/*/* Restore
FPU context
Enable interrupts
herehere
*/ (if necessary) */

}//-----------------------------정의부
끝
------------------------------------------보조함수
void
{ init_port()
DC_DDR = 0x0f;//PC0:3출력,PC4:7입력으로 설정
}void adc_init()
{
ADMUX=
ADCSRA= 0x40;
0x8C;
}
//------------------------------메인함수
---------------------------------------------------int main(void){
unsigned
unsigned short
short torque;
fuel;
unsigned short throttle;
unsigned
temp;
unsigned short
int hitch;
// dcMotor hitch;
// hitch.init(0,465,1021);
usart1_init();
can_init(b250k);
init_port();
adc_init();
LcdInit();
can_int_rx_set(0,0x0CF00400,EXT,8,0x1fffffff,0x05);//EEC1
can_int_rx_set(1,0x18FEBF03,EXT,8,0x1fffffff,0x05);//EBC2
can_int_rx_set(2,0x18F00503,EXT,8,0x1fffffff,0x05);//ETC2
sei();
while(1){
ADMUX= 0x40;
ADCSRA
|= 0x40;
hitch
=
adc0;
temp = (canReceive->data[3]<<8)|(canReceive->dat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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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_Engine_RPM=temp*0.125;
temp
=
(((canReceive+2)->data[1]<<8)|((canReceive+2)->data[2]));
arg_Gear_ratio=
temp*0.01;
temp
=
(((canReceive+1)->data[0]<<8)|((canReceive+1)->data[1]));
arg_Velocity_km_h=
temp*0.00390625;
Slipcalculator_OneStep();
//
arg_slip=slip(arg_Gear_ratio,arg_Engine_RPM,
arg_Velocity_km_h);
//
if((1<<PINC7)&PINC)
//수동 제어
{
sprintf(strBuff,"MANUAL
CONTROL\t");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if((1<<PINC6)&PINC)
arg_signal=HITCH_DOWN;
else if((1<<PINC5)&PINC)
arg_signal=HITCH_UP;
else arg_signal=STOP;
}
else
//자동 제어
{
sprintf(strBuff,"AUTO CONTROL\t");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Slipcontrol_OneStep();
if(arg_signal==STOP)
{
arg_delay+=0.00000025;
//dcMotorCtrl(arg_signal,hitch);
}
else
arg_delay=0;
}dcMotorCtrl(arg_signal,hitch);
//
hitch.getAcdValue();
//
hitch.move(arg_signal);
sendStatus(hitch);
}
return
0;
}
void sendStatus(unsigned int hitch)
{ char strBuff[50];
//
sprintf(strBuff,"GR:%2d\tSLIP:%3d%%",(int)arg_Gear_ratio,(int)(arg_slip*100));
////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t");
//
sprintf(strBuff,"SIG:%d\tSPD:%d.%02d",(int)arg_signal,(int)arg_Velocity_km_h,(int)((a
rg_Velocity_km_h-(int)arg_Velocity_km_h)*100));
////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usart1_transmit_string("\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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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tf(strBuff,"signal:%d,delay:%d",arg_signal,40000*arg_delay);
//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if(arg_signal==HITCH_DOWN)
sprintf(strBuff,"BALGI\t");
else if(arg_signal==HITCH_UP)
sprintf(strBuff,"HYNJA\t");
else
if(arg_signal==STOP)
sprintf(strBuff,"STOP\t");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sprintf(strBuff,"PORTC
= 0x%x\t", PORTC);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sprintf(strBuff,"HITCH
= %4u\r\n", hitch);
usart1_transmit_string(strBuff);
}
real_T slip(real_T arg_Gear_ratio, real_T arg_Engine_RPM, real_T
arg_Velocity_km_h)
{
real_T res;
res
=
1-arg_Velocity_km_h/((arg_Engine_RPM/(arg_Gear_ratio*60))*0.665*2*3.14*3.6);
return (res<0)?0:res;}
3.1 DC Motor

#include
"dcMotor.h" acdChannel,short lowLim,short highLim)
void dcMotor::init(int
{ //ADMUX= 0x40;
//ADCSRA |= 0x40;
ADMUX
|=(1<<REFS0)|(1<<REFS1)|(acdChannel<<MUX0);
ADCSRA
|=(1<<ADEN)|(1<<ADPS0)|(1<<ADPS1)|(1<<ADPS2);
this->lowLim=lowLim;
this->highLim=highLim;
}short dcMotor::getAcdValue()
{ ADCSRA|=(1<<ADSC);
while(!(ADCSRA&(1<<ADIF)));
ADCSRA|=(1<<ADIF);
adcValue=ADC;
return adcValue;
}void dcMotor::move(int mode)
{
this->getAcdValue();
static
int duty=0;
if(duty++/4==0)
DC_PORT=STOP;
DC_PORT=mode;
if(mode==HITCH_DOWN)
{
if(adcValue>lowLim)//low lim465
DC_PORT=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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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DC_PORT=STOP;
}
else
{ if(mode==HITCH_UP)
if(adcValue<highLim) //high lim=1021;
DC_PORT=mode;
else DC_PORT=STOP;
}
return;
}void dcMotorCtrl(int
mode,int hitch)
{ static int duty=0;
if(duty++/4==0)
DC_PORT=STOP;
DC_PORT=mode;
if(mode==HITCH_DOWN)
{
if(hitch<1000)
DC_PORT=mode;//high lim=1021;
else DC_PORT=STOP;
}else if(mode==HITCH_UP)
{
if(hitch>480)//low lim465
DC_PORT=mode;
}return; else DC_PORT=STOP;
}
3.2 Slip calculator

#include
"Slipcalculator.h"
/* Real-time
model */
RT_MODEL_Slipcalculator
Slipcalculator_M_;
RT_MODEL_Slipcalculator
*const Slipcalculator_M = &Slipcalculator_M_;
/* Model step function */
voidreal_T
Slipcalculator_custom(real_T
arg_Engine_RPM, real_T arg_Gear_ratio,
*arg_slip) real_T arg_Velocity_km_h,
{
/** Outport:
'<Root>/slip'
incorporates:
Constant:
'<S1>/Constant3'
* Gain: '<S1>/3.6'
** Gain:
'<S1>/rd'
Inport:
RPM'
* Inport: '<Root>/Engine
'<Root>/Gear ratio'
* Inport: '<Root>/Velocity_km//h'
** Product:
Product: '<S1>/Divide'
'<S1>/Divide1'
**/ Sum: '<S1>/Add'
*arg_slip = 1.0 - arg_Velocity_km_h / (0.2506990938 * arg_Engine_RPM /
arg_Gear_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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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initialize function */
void
{ /* Slipcalculator_initialize(void)
Registration code */
/*rtmSetErrorStatus(Slipcalculator_M,
initialize error status */
(NULL));
}
/* Model terminate function */
void
{ /* Slipcalculator_terminate(void)
(no terminate code required) */
}/*
* File trailer for generated code.
*
**/ [EOF]
3.3 Slip Control

#include "slipcontrol.h"
/* Named constants for Chart: '<Root>/Chart' */
#define
((uint8_T)1U)
#define slipcontrol_IN_Decrease
slipcontrol_IN_Increase
((uint8_T)2U)
#define
((uint8_T)0U)
#define slipcontrol_IN_NO_ACTIVE_CHILD
slipcontrol_IN_Off
((uint8_T)1U)
#define slipcontrol_IN_On
((uint8_T)2U)
#define slipcontrol_IN_Steady
((uint8_T)3U)
/*BlockIO_slipcontrol
Block signals (auto
storage) */
slipcontrol_B;
/*D_Work_slipcontrol
Block states (autoslipcontrol_DWork;
storage) */
/* Real-time model */
RT_MODEL_slipcontrol
slipcontrol_M_;
RT_MODEL_slipcontrol
/* Model step function */*const slipcontrol_M = &slipcontrol_M_;
real_T slip_custom(real_T arg_Upper_Limit, real_T arg_Lower_Limit, real_T
*arg_Lower_Limit1, real_T *arg_delay)
{
/*real_T
specified
return value */
arg_signal;
/* Chart: '<Root>/Chart' incorporates:
** Inport:
'<Root>/Lower_Limit'
Inport:
* Inport: '<Root>/Lower_Limit1'
'<Root>/Upper_Limit'
**/ Inport: '<Root>/delay'
/* Gateway: Chart */
/*if (slipcontrol_DWork.is_active_c1_slipcontrol
During: Chart */
== 0) {
/* Entry: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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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pcontrol_DWork.is_active_c1_slipcontrol
= 1U;
/* Entry Internal: Chart */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Transition: '<S1>:7' */
/* Entry 'Steady': '<S1>:3' */ = slipcontrol_IN_Steady;
slipcontrol_B.signal
= 0.0; '<S1>:3' */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Entry Internal 'Steady':
= 1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 1U;
/*/* Entry
Internal
'steady_depth':
'<S1>:51'
*/
Transition: '<S1>:58' */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Off;
} else
{
switch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case
slipcontrol_IN_Decrease:
/* During
'Decrease': '<S1>:5' */
if (*arg_Lower_Limit1 < arg_Upper_Limit) {
/* Transition: '<S1>:11' */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Entry 'Steady': '<S1>:3' */ = slipcontrol_IN_Steady;
slipcontrol_B.signal
= STOP;'<S1>:3' */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Entry Internal 'Steady':
= 1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 1U;
/* Entry Internal 'steady_depth': '<S1>:51'
*/
/* Transition: '<S1>:58' */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Off;
}break;
case
slipcontrol_IN_Increase:
/* During
'Increase': '<S1>:4' */
if (*arg_Lower_Limit1 > arg_Lower_Limit) {
/* Transition: '<S1>:8' */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Entry 'Steady': '<S1>:3' */ = slipcontrol_IN_Steady;
slipcontrol_B.signal
=STOP; '<S1>:3' */
/* Entry Internal 'Steady':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 1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 1U;
/* Entry Internal 'steady_depth': '<S1>:51'
*/
/* Transition: '<S1>:58' */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Off;
}break;
default:
/*if (*arg_Lower_Limit1
During 'Steady': '<S1>:3'
*/
<= arg_Lower_Limit)
{
/* Transition: '<S1>:9' */
/*/* Exit
'<S1>:3'
*/ */
Exit Internal
Internal 'Steady':
'steady_depth':
'<S1>:51'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NO_ACTIVE_CHILD;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 0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 0U;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slipcontrol_IN_Increase;
/*slipcontrol_B.signal
Entry 'Increase':='<S1>:4'
*/
HITCH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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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if (*arg_Lower_Limit1
/* Transition:
'<S1>:10' */>= arg_Upper_Limit) {
/*/* Exit
Internal
'Steady':
'<S1>:3'
*/ */
Exit
Internal
'steady_depth':
'<S1>:51'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NO_ACTIVE_CHILD;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0U;0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slipcontrol_IN_Decrease;
/* Entry 'Decrease':
'<S1>:5' */
slipcontrol_B.signal
=
HITCH_UP;
} else {
/*slipcontrol_B.signal
During 'signalvalue':
'<S1>:50' */
=
(real_T)(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slipcontrol_IN_On);
/*if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During 'steady_depth': '<S1>:51' */== slipcontrol_IN_Off) &&
(*arg_delay > 5.0)) {
/* During 'Off': '<S1>:52' */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Transition: '<S1>:56' */
= slipcontrol_IN_On;
slipcontrol_B.signal
=
STOP;
}}
} break;

}
/*/* End
of Chart:
'<Root>/Chart'
*/
Outport:
'<Root>/signal'
*/
arg_signal = slipcontrol_B.signal;
} return arg_signal;
/* Model initialize function */
void slip_initialize(void)
{ /* Registration code */
/*rtmSetErrorStatus(slipcontrol_M,
initialize error status */
(NULL));
/* block I/O */
(void) memset(((void
*) &slipcontrol_B), 0,
sizeof(BlockIO_slipcontrol));
/* states (dwork) */
(void) memset((void
*)&slipcontrol_DWork, 0,
sizeof(D_Work_slipcontrol));
/* InitializeConditions for Chart: '<Root>/Chart' */
slipcontrol_DWork.is_active_signalvalue
= =0U;0U;
slipcontrol_DWork.is_active_steady_depth
slipcontrol_DWork.is_steady_depth = 0U;
slipcontrol_DWork.is_active_c1_slipcontrol = 0U;
slipcontrol_DWork.is_c1_slipcontrol
= 0U;
slipcontrol_B.signal = 0.0;
}
/* Model terminate function */
void
{ /* slipcontrol_terminate(void)
(no terminate code requi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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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 trailer for generated code.
* [E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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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ntegrated adjustment system
for maximizing fuel efficiency of agricultural
tractors
Jin Woong Lee
Abstract

Interests in energy saving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hroughout the every
all industrial area. For almost every agricultural machines especially tractor, have
used fossil fuel such as coal and oil, therefore tractors should meet not only
emission standard for environmental problems but also energy saving caused by
higher oil prices. In response to such circumstances, tractor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develop technologies to increase fuel efficiency of tractors such as high
efficiency engine, continuous variable transmission(CVT) and integrated control
system of engine and transmiss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integrated control algorithm for maximizing fuel efficiency of agricultural tractors
and finally to develop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tractor for evaluating the fuel
saving effect used by the integrated control algorithm.
Integrated control algorithm is composed of four technologies such as ballast
adjustment for driving wheel slip and weight distribution, tire inflation pressure,
engine speed adjustment and slip ratio control, that was used for control
technology of agricultural tractors in order to maximize the fuel efficiency.
In order to construct the integrated control algorithm for different kinds of field
operations, tractor simulation model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each
control technologies and to construct the managing methods. To verify the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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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model, field operations were conducted by instrument tractor in a paddy
field. The performance data of the tractor including the engine torque, engine
speed, PTO torque, PTO speed, travel speed, and fuel consumption were taken
during the operations and compared with those simulated by the tractor model
under the same field and operational conditions. Engine operating region, load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by the various field operations. Using the tractor
model, 162 simulations were performed under the various conditions of control
variables on the basis of a full factorial design.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the control variables depend on the
fuel efficiency parameters and tractor operations. The simulation results were used
to develop linear regression models from which the strategies can be established
to maximize fuel efficiency. Fuel consumption(L/h), fuel consumption per tilled unit
area(L/ha) and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were used for evaluating not
only the fuel efficiency but also work efficiency.
The tractor simulator was constructed with a micro controller for engine and
power train, a laptop PC for monitoring tractor operations and CAN controllers for
a control unit.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on the Matlab, Simulink and
Labview application software.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were compared with
the values measured during the field experiments. A good agreement was shown
between the simulated and measured values. The simulator was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n algorithm developed for engine, transmission and 3-point
hitch controls to maximize the fuel efficiency of tractors.
Integrated control system tractor was developed using the integrated control
algorithm and micro controller. In order to evaluating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performance for maximizing the fuel efficiency, field operations were conducted
under the different conditions, first was using the system and the other one was
not.
Fuel consumption in plowing operation was reduced by 23.03 ∼ 57.87 %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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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transmission gear selection and 22.34 ∼ 44.18 % was reduced in the
same work speed range which compared with do not used the control system.
In rotavating operation, +16.54 ∼ 59.71 % was reduced in same plowing ratio
and 51.91 ∼ 56.84 % was reduced in same work speed range.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in plowing operation was reduced by +7.24
∼ 38.48 % under the same transmission gear selection and 7.47 ∼ 44.17 % was
reduced in the same work speed range which compared with do not used the
control system.
In rotavating operation, 0.53 ∼ 41.85 % was reduced in same plowing ratio and
38.64 ∼ 47.37 % was reduced in same work speed range.
Fuel consumption per tilled unit area in plowing operation was reduced by 4.11
∼ 42.06 % under the same transmission gear selection and 22.8 ∼ 45.26 % was
reduced in the same work speed range which compared with do not used the
control system.
In rotavating operation, +5.75 ∼ 50.56 % was reduced in same plowing ratio
and 34.85 ~ 53.61 % was reduced in same work speed range.
It was shown that the effect Specific volumetric fuel consumption in plowing
operation was reduced by +7.24 ∼ 38.48 % under the same transmission gear
selection and 7.47 ∼ 44.17 % was reduced in the same work speed range which
compared with do not used the control system.
In rotavating operation, 0.53 ∼ 41.85 % was reduced in same plowing ratio and
38.64 ∼ 47.37 % was reduced in same work speed range.
It was shown that fuel consumption reducing performance of integrated control
system was highly significant. After that, It can be used for maximizing the fuel
efficiency of domestic agricultural tractor without work rate losses, and be used
for developing commercialize technique for improving domestic agricultural tractor’s
competitiveness. There will also be expected to develop methods for more efficient
control system by applying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on agricultural 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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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ped with an automatic transmission, and electronically controlled engine
through further study and perform a variety of farm works.
Key words : Agricultural tractor, Fuel efficiency, Integrated control, ISO 1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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